
나노집게(Nanotweezer) 기술  

Harvard대의 Charles M. Lieber 교수 연구팀이 나노테크놀로지 연구자들의 연장상자에 새로
운 도구 하나를 추가하였다[Science, 286, 2148 (1999)]. 새로 개발된 "나노집게"는 탄소나
노튜브의 물리 및 전기 특성을 이용하여 나노미터 크기의 클러스터와 선들을 조작하고 분석하
는 데에 쓰일 수 있다.  

나노집게를 개발한 Lieber 교수에 의하면, "현재 주사탐침 현미경(STM)을 이용하여 표면상
에 위치한 나노미터 크기의 물체를 조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미래 나노테
크놀로지는 이 조작을 3차원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나노튜브 나노집게는 이러한 조작을 
위한 첫 번째 도구"라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나노집게를 이용하여 대상 물체를 조작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전기적 특성과 기계적 물성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림. 나노집게를 사용하여 폴리스티렌 나노 클러스터를 접근하고 잡고 움직이는 과정의 현미
경 사진(A-D): scale bar = 2 •m.  

나노집게를 제작하기 위해 연구팀은 우선 점감된(tapered) 소형 유리피펫 위에 두 개의 전극
을 증착하였다. 이 전극에 전도성 다중벽(multiwalled) 탄소 나노튜브(길이 4•m, 지름 
50nm)를 부착하였다. 0에서 8.3V의 전압을 전극에 가하자 집게 팔들이 안으로 휘어져 서로 
접근라였다. 전압이 높을수록 더 많이 휘어졌다. 전압을 해제하자 집게 팔은 원위치로 되돌아갔
다. 반면, 8.5V에서는 전압 해제 후에도 집게 팔이 닫힌 채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같은 극의 전
압을 걸어주면 두 집게 팔은 다시 열리게 된다.  

이 뿐 아니라 연구팀은 나노구조물을 조작하고 조사하는 데에 나노집게를 사용하는 기법을 선 
보였다. 지름 500nm의 폴리스티렌 구를 잡는 데 나노집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나노튜브 팔
로 폴리스티렌을 움직이기에는 상호 접착력이 약하다 즉, 커다란 집게의 경우에서와 같이 꽉 
쥘 수 있어야 한다. 일단 나노집게로 대상 물체를 잡으면 나노튜브가 전도성이므로 대상 물체



의 전기 특성을 조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핑된 SiC 나노 클러스터와 GaAs 나노 선을 잡고 
이 것들의 전류-전압 특성을 측정할 수 있었다.  

Lieber 교수에 의하면 나노집게는 잠재력이 큰 기술이다. 나노집게를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양자점이나 양자선 배열을 창조할 수도 있다. 또한, 재료의 전자 특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2개의 바늘을 사용하는 주사탐침 현미경으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의 크기로 볼 때 나노집게를 
이용하여 세포를 파괴하거나 죽이지 않고 그 내부 물질 등 생물학 시스템을 조작하고 변형하
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문: C&EN, Dec. 13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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