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나노의 과학과 기술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for Non-specialist
날짜: 2021년 9월 27일 (Date: September 27, 2021)
■ 연구 IP의 요지
1. 본 연구 IP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크게 비전문가를 위한 나
노 (소재) 과학과 나노 (소재) 기술: 개념의 이해와 응용 예를 학
습.
2. 나노 기술의 응용 분야는 크게 5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정

보 통신 기술 ⓑ 에너지/환경 ⓒ 나노 전기 (electromechanics:
電機) ⓓ 나노 바이오/의료 ⓔ 나노 기술 개발에 수반되는 윤리/
사회/법률/안전 측면 ⇒ 이 중 8~9 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편집
후 전달 함.
■ 1차 연구 IP 내용 (2021년 9월 27일 제출)
1. Introduction to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① 나노 과학의 정의: The most common working definition of
nano-science. 나노 과학의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무엇인가? ⇒
“나노과학은 재료의 크기가 원자차원, 분자차원, 거시적 분자 차
원일 때 재료에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고 이에 수반하는 재료의
성질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학문이다.”

② The nano-meter scale: 나노미터 차원의 의미는? ⇒ 나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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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차원은 일반적으로 1~100 나노미터 (nm)로 정의된다. 1 나노
미터 (nm)는 10억분의 1 (10-9) 미터이다. 이러한 나노미터 크기
의 최소값을 1 나노미터 (nm)로 설정하는 이유는 단일 원자들이
나 이러한 단일 원자들의 소규모 집합체를 나노-물질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나노과학과 나노기술에서는 원자들
의 집합체의 3차원 한쪽 방향의 크기가 적어도 1 나노미터 이상
이 되는 물체를 연구와 실험의 대상으로 한다.

③ 나노 재료 (나노 소재)의 의미는 ? ⇒ 나노 소재는 3차원 x-,
y-, z- 방향 중 어느 한 방향의 크기가 적어도 1~100 나노미터
의 크기를 가진 물체를 의미한다. 위의 표 1을 보면 나노 소재를
형상에 따라 분류 해 놓았다. x-, y-, z- 방향 모두 크기가 100
나노미터 이하인 나노소재에는 나노입자, 양자 점, 나노 셀, 나노
링, 마이크로캡슐 등이 있다. 한편 x-, y-, z- 방향 중 두 방향의
크기만 100 나노미터 이하인 나노소재에는 나노튜브, 나노 섬유,
나노 와이어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x-, y-, z- 방향 중 한 방향
의 크기만 100 나노미터 이하인 나노소재에는 나노 박막, 나노
층, 나노 코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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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나노 소재의 종류 ⇒ 나노 소재에는 자연히 생성된 나노 소재
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제조, 합성한 나노 소재가 있다. ⓐ 자
연에서 생성되는 나노 소재로는 단백질, 바이러스, 화산 분화 시
생성되는 나노입자 등이 있고 인간의 의도하지 않은 활동으로 생
성되는 나노 입자들 예를 들어 디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나노
입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 기타 대부분의 나노 소재는 실험실에
서 의도적으로 제조 및 합성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엄밀한 제조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⑤ 나노의 크기 이해 ⇒ 다음 그림을 보면서 지금까지 학습했던
나노 입자 및 나노소재의 크기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증진 해
보도록 한다.

-. 손톱은 1nm/sec의 속도로 자람.
-. 머리카락의 직경은 대략 80000 nm.
-. DNA 분자의 폭은 대략 1-2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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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노입자의 형성
-. 거시적 소재가 나노 소재로 분화되면 부피는 동일하지만 표면
적은 현저하게 증가 함. 두 가지 예를 들어본다.
① 한 변의 길이가 1 cm인 주사위를 세 번 이등분 시켜서 한 변
의 길이가 0.5 cm인 정육면체 8개를 만들었을 때 표면적의 변화
는? ⇒ 이에 수반되는 특성의 변화를 물에 녹는 소금과 설탕을
예로 들어 이해 함 ⇒ 10월 4일에 제출하는 연구 IP에서 설명.

⇒ 위 그림의 본문에 주어진 문제를 하나씩 해석 해 보면서 풀어
보자. 정육면체 하나의 면은 6개이다. 이 면들의 한 변의 길이가
1cm이면 총 표면적은 6cm2가 된다.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를 세 번 잘라서 한 변의 길이가 0.5cm인 정육면체 총
8개를 생성한다. 이 때 한 변의 길이가 0.5cm인 정육면체 8개의
총 표면적은 0.5cm × 0.5cm × 6 × 8 = 12cm2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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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 m인 정육면체를 1변의 길이가 1 나노
미터가 되도록 자르면 전체 정육면체의 수와 이에 수반하는 표면
적의 변화는? ⇒ 이를 각자가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아래
의 표에 수록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결과를 인용한다.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표면적은 6m2인데 이를 1변의 길이가
1 nm가 되도록 자르면 정육면체들의 수는 1027개가 되며 1027개
의 정육면체들의 표면적의 총 합은 자그마치 6000 km2로 원래
정육면체 표면적의 10억 배가 된다!

-. 이와 같이 거시적 소재가 “나노화” 되면 표면에 존재하고 있
는 원자수의 비율이 커지므로 이로 인한 물성의 변화가 관찰됨⇒
대표적인 재료의 물리적 성질이 융점 (melting point). 같은 소재
(철, 알루미늄, 금, 은, etc)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나노 크기로 미
분화되면 더 낮은 온도에서 용융됨. ⇒ 그 이유를 10월 4일에 제
출하는 연구 IP에서 설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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