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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CNT-based X-ray tube, minimizing the leakage current to the gate is crucial and having a
uniform current emission across the emitter area is desirable. To find potentially effective structures,
we performed electron optics simulations using a model in which the area of the CNT emitter was
smaller than the gate opening. On the directly deposited emitter, the current was concentrated
at the stepped edge and the most of the current became gate leakage. In contrast, the groovefilled emitter showed no gate leakage current and has a more uniform electric field and current
distribution. The current distribution was more uniform for a narrower emitter and for a larger
gate-emitter distance. The total emission current increased as the emitter width was decreased and
the gate height was increased.
PACS numbers: 79.70.+q, 85.35.Kt, 61.48.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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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노튜브 기반 엑스선관에서 매립형 에미터 구조의
전계 방출 특성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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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노튜브의 전계방출 전자를 이용하는 엑스선관에서 게이트 손실전류를 줄이고 에미터 전체에서
균일한 전류 방출을 얻기 위한 에미터 구조를 전계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게이트 전극의 구멍보다 작은
크기의 에미터를 음극에 도포하는 구조를 가정하고, 두 종류의 에미터에 대하여 전계방출 특성을 계산해
보았다. 편평한 음극 위에 솟은 형태의 에미터는 가장자리에서 전자 방출이 강하게 집중되며 대부분 게이트
전류로 손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대안으로서 음극 면에 미리 형성시킨 홈을 CNT 에미
터로 채워 음극 면과 높이 차가 없도록 하여 가장자리 효과를 줄인 매립형 에미터를 고안하고 그 전계방출
특성을 분석하였다. 에미터의 폭, 게이트 창의 폭, 게이트 전극의 높이 등의 설계 변수에 대해 계산한
결과 에미터의 폭이 좁을수록, 게이트 전극이 높이 위치할수록 전류방출의 공간적 균일도가 좋아지며 총
방출전류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CS numbers: 79.70.+q, 85.35.Kt, 61.48.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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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탄소나노튜브 (carbon nanotube, CNT) 는 그 뾰족한 형
상으로 인해 전기장 강화인자가 매우 크기 때문에 효율적인
전계방출(field emission) 전자원으로서 고분해능 전자빔 현
미경 [1], 평판디스플레이 [2], 마이크로파 소자 [3], 전자빔
리소그래피 [4], 엑스선관 [5–8]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CNT를 이용하는 엑스선관은
기존의 엑스선관과는 달리 상온 동작이 가능하고 소형화 및

Fig. 1. (Color online) Schematics of the cross-section of
simulated models with (a) Type A emitter (b) Type B
emitter.

전기장을 이용한 빠른 제어 가능성 등 여러 장점이 기대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마이크로 CT 스캐너, 디지털 유방
단층촬영 (digital breast tomosynthesis, DBT) 시스템 등
새롭게 대두되는 의학적 이미징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9,10].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하는 엑스선관에서 탄소나노튜브는
금속 음극 위에 CVD 방식으로 직접 성장시키거나 [11], 탄
소나노튜브 잉크의 전기영동법(electrophoresis) [12], 또는

이 연구에서는 게이트 손실전류를 극소화하기 위해 CNT
에미터가 게이트 전극의 열린 부분 아래에만 위치하도록 구
조를 설계하고 그 전계방출 특성을 전계분석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에미터 도포 방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장자리 효과로 인한 문제점을 회피하고 에미터
영역 전체에서 전기장과 전자 방출의 공간적 분포를 가능한
한 균일하게 하기 위한 설계 조건들을 탐색해 보았다.

탄소나노튜브를 포함하는 페이스트를 스크린 프린팅하는
방식 [13] 등으로 도포되어 에미터 영역을 형성하게 된다.
어떤 경우이든 에미터는 편평한 음극 위에 약간 솟아있는
형태를 이루게 된다.
넓게 형성된 에미터 영역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전자의 전
계방출을 얻기 위해 게이트 전극을 에미터 가까이에 설치
하는데, 이 게이트에 인가한 전위가 에미터 표면에 형성하
는 전기장에 의해 전계방출이 일어나게 된다. 게이트 전극
은 한편으로는 낮은 전위로 에미터 영역에 강한 전기장을
형성해주면서, 방출된 전자빔이 잘 통과하여 양극을 향해
진행할 수 있도록 열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사각형의 구멍들을 가지는 2차원 mesh 형태, 동심
원 고리 형태, 또는 긴 slot 형태의 구멍들을 가지는 1차원
mesh 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게이트 전극이 이용된다 [10,
14–16].
그러나 어떤 형태의 게이트 전극에도 문제는 있는데, 음
극 면에서 게이트 mesh의 살(rib) 바로 아래 가려진 부분의
전기장이 열린 구멍 아래 부분의 전기장에 비해 강하기 때
문에 전자 방출이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이 전자
들은 대부분 바로 위의 게이트 살로 끌려 들어가 손실된다
는 점이다. 이 게이트 손실전류가 엑스선관에 주는 부담은
매우 큰데, 고출력 시스템의 경우 과도한 Joule heating에
의해 게이트 전극 자체가 손상될 수도 있고 [16], 엑스선관의
불안정한 작동과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7]. 그러므로
이 게이트 손실전류를 줄이는 것은 탄소나노튜브의 전계방
출에 기반한 엑스선관의 성공적인 제작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 할 수 있다.

II. 시뮬레이션한 구조와 조건
전계방출은 금속 내부의 자유전자들이 외부 전기장에 의
해 형성되는 퍼텐셜 장벽을 양자역학적 터널링에 의해 방출
되는 현상이다. 전계방출 전류는 전기장과 금속의 일함수에
의존하며 다음의 Fowler-Nordheim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8].
J =a

( bϕ3/2 )
βE
exp −
ϕ
βE

(1)

이 식에서 J 는 방출 전류 밀도, E 는 외부 인가 전압에 의한
거시적 (평균) 전기장, ϕ 는 금속의 일함수 (work function)
이며, a 와 b 는 상수들이다. 실제 에미터 표면의 국소 전
기장은 표면의 형상과 상태 등에 영향을 받아서, 거시적
전기장 보다 커질 수 있는데 그 커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β 를 전기장 강화인자 (field enhancement factor) 라 한다.
탄소나노튜브가 효율적인 전계방출 전자원으로 주목받는
이유도 그 뾰족한 형상으로 인해 전기장 강화인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넓은 에미터 영역의 위쪽에 게이트
전극의 살이 위치하는 구조로는 게이트 손실 전류를 피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게이트 전극의 열린
부분 아래에만 에미터가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Fig. 1
은 시뮬레이션에 이용한 구조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게이
트 mesh의 열린 부분의 폭보다 좁은 폭의 에미터를 음극
위에 도포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Fig. 1(a) 는 편평한 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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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Electric Field on the surface of (a) type A emitter, (b) type B emitter. Current density emitted
from the surface of (c) type A emitter, (d) type B emitter.
면 위에 약간 솟아있는 형태로 에미터를 도포한 경우이고,

은 음극 표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에 일정 전위를 가지도록

Fig. 1(b) 는 에미터의 높이를 감안하여 음극에 미리 홈을

경계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형성하고 그 홈을 채워 전체적으로 음극과 높이 차 없이

이 구조들의 전계방출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계산에는

편평한 면이 유지되도록 에미터를 도포한 구조를 보여준다.

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 에 기반한 2차원 전계

각각을 A형과 B형 에미터라고 하자. 그림 속에 표시된 H

분석 프로그램인 Tricomp를 이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는 음극 면과 게이트 전극 사이의 간격, w 는 게이트 전극의

전극들의 기하학적 모양과 배치 및 전위 조건들로부터 구조

열린 부분의 폭, d 는 도포된 CNT 에미터의 폭이다. 이 그

내부의 전기장 분포를 계산하고, 에미터 표면에서 전기장 세

림은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실제 구조는 그림의 평면

기에 CNT의 전기장 강화인자를 곱하여 Fowler-Nordheim

에 수직한 방향으로 놓인 띠 모양의 선형 구조를 나타낸다.

방정식을 통해 방출 전류를 계산한다. 탄소나노튜브의 일

동일한 구멍이 반복되는 게이트 메시를 사용하는 엑스선관

함수는 5.0 eV로 가정하였고 [19, 20], 전기장 강화인자는

이라면 그림의 구조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쉽게

탄소나노튜브의 직경, 길이, 분포 밀도 등에 따라 다른 값을

일반화가 가능하다. 또한 어레이로 배열된 동일한 다중 픽

가질 수 있지만 Fowler-Nordheim plot으로부터 탄소나노

셀 엑스선관들 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다.

튜브의 반경과 길이에 대해 전기장 강화인자를 계산했던

전형적인 탄소나노튜브 기반 엑스선관에는 탄소나노튜브

연구의 결과에 따라 여기에서는 300으로 가정하였다 [21].

가 도포되는 음극과 전자를 추출하기 위한 전기장을 인가하
는 게이트 전극, 전자를 가속시켜 표적 금속과 충돌시키는
양극,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전자빔을 원하는 모양과 크기로

III. 결과 및 논의

집속하기 위한 집속 전극 등 3∼4개의 전극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음극 (에미터) 표면에서의 전기

Fig. 1의 A형과 B형 에미터의 전계방출 특성을 비교하기

장은 주로 가까이 위치하는 게이트 전극에 의해 결정되고

위해 H = 50 µm, d = 100 µm, w = 140 µm 인 구조에

양극이나 집속 전극의 전위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대해 에미터 표면에서 전기장과 방출 전류 밀도의 분포를

러므로 집속전극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멀리 있는 양극

계산하여 Fig. 2에 보였다. 인가된 게이트 전압은 35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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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rajectories of electrons field-emitted from (a)
Type A emitter (b) Type B emitter.
로써, 게이트와 에미터 사이에 인가되는 외부 거시 전기장은
7 V/µm 가 되도록 하였다.
Fig. 2(a) 와 (b) 는 각각 A형과 B형 에미터 표면에서 위
치에 따른 전기장의 세기 분포이다. 두 경우 모두 전기장은
에미터 중앙부에서 약하고 가장자리 쪽으로 가면서 증가한
다. 전기장의 최대값은 A형에서 더 크고, 전기장의 최대
값에 대한 최소값의 비로 정의하는 전기장 균일도 αE 는 A
형에서 0.575, B형에서 0.804로서 B형에서 더 균일하다. A
형 에미터에서 양쪽 가장자리 피크가 B형 에미터에 비해 더
큰 것은 솟아오른 에미터 가장자리의 기하학적 높이 단차로
인해 편평한 B형 에미터에 비해 전기장이 조금 더 강화되
기 때문이다. 유사한 가장자리 효과의 예가 전기영동법으
로 CNT를 도포한 전계방출 디스플레이와 화학기상증착법
(CVD) 으로 성장시킨 정렬된 CNT bundle의 전계방출 연
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22,23].
Fig. 2 (c) 와 (d) 는 각각 (a) 와 (b) 의 전기장에 의해 방
출되는 전계방출 전류의 공간적 분포를 보여준다. 두 경우
모두 에미터 중앙부에서는 전자가 거의 방출되지 않고 전기
장이 강한 가장자리 쪽에서만 선택적으로 전자가 방출된다.
방출전류의 불균일한 정도는 전기장이 강하면서 더 불균일
한 A형이 B형에 비해 훨씬 더 크다.
Fig. 3의 (a)와 (b)는 각 경우에 방출된 전자 빔의 궤적을
보여준다. Tricomp 프로그램에서는 에미터의 표면 요소에
일함수와 전기장강화인자, 추적할 모델 전자의 수를 지정하
게 되어 있으므로 Fig. 3의 궤적들은 해당 위치에서 방출된
전자의 궤적만을 보여줄 뿐 방출 전류의 실제 밀도와는 관
계가 없다. 그러므로 실제로 Fig. 3의 궤적들 중 의미가 있
는 것은 Fig. 2에서 선택적으로 전류밀도가 집중된 에미터
가장자리 부분에서 시작되는 것들이다. Fig. 3(a) 는 A형
에미터의 가장자리에서 강하게 방출된 전자들이 게이트에
부딪혀 손실됨을 보여준다. 전류 분석에 따르면 총 방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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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Electric field strength on the surface of the emitter of different widths. Numbers in the
left of each curve represent d/w in µm unit. (inset) Electric field uniformity for different values of the emitter
width.
류 중 게이트를 통과하는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고 90%
의 전류가 게이트 전류로 손실된다. 반면 Fig. 3(b) 는 B형
에미터에서 방출된 전자들이 다소 퍼지기는 하지만 손실
없이 게이트 구멍을 통과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에서 A형 에미터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진
다. 첫째는 불균일성으로서 가장자리의 탄소나노튜브에서
전자가 강하게 방출된다는 점인데, 이 같은 가장자리 효과는
탄소나노튜브의 소실 등 전자원으로서의 특성을 불안정하
게 하고 제품별 특성 차의 원인, 그리고 소자의 전체적인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2,24]. 두 번째는
가장자리에서 강하게 방출된 전류가 대부분 게이트 전극에
충돌하여 손실전류가 된다는 점인데, 손실전류는 게이트 전
극에 과도한 열적 부하를 주게 되어 역시 엑스선관의 수명을
짧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비해 B형의 경우는
전류분포 자체는 가장자리가 강하고 방출전류 자체는 A형
에 비해 작지만, 불균일한 정도는 A형에 비해 현저히 작으
며, 차단되지 않고 게이트 구멍을 통과하여 엑스선 생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 후의 논의는
B형 에미터를 가지는 구조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우선 에미터 표면에서 전기장을 보다 더 균일하게 만들
기 위한 시도로 에미터와 게이트 사이의 간격 H 는 50 µm
로 유지한 상태에서 에미터의 폭 d 를 20 µm 씩 줄이면서
표면 전기장과 방출 전류의 분포를 계산해 보았다. 이 때
게이트 열린 부분의 폭 w 를 고정한 상태에서 에미터의 폭
만을 줄인다면 에미터 표면의 전기장이 계속 약화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게이트의 열린 부분의 폭도 줄여나가되
전자빔이 모두 게이트를 투과할 수 있도록 각각의 에미터
폭 보다 30∼40 µm 정도씩 더 크도록 구조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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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Field emission current density at
the surface of the emitter of different widths. Numbers
in the graph represent d/w in µm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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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lor online) Emission current uniformity vs.
emitter width at various gate heights. For each value of
gate height H, gate voltage VG was selected to keep the
macroscopic electric field 7 V/µm. V /H = 7 V/µm.

Fig. 4는 계산된 에미터 표면 전기장의 분포이다. 각 그
래프 왼편의 숫자들은 d/w, 즉 에미터 폭과 게이트 열린
부분의 폭을 µm 단위로 나타낸다. 그래프 속의 그래프는
전기장의 균일함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전기장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비 αE ≡ Emin /Emax 를 각 경우에 대해 계산한
것이다. 전기장은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에미터 가장자리
에서 가장 강하고, 에미터 중심부에서 가장 약하다. 그러나
전기장 균일도 αE 는 0.857, 0.924, 0.967, 0.9895 등으로
에미터 폭이 좁을수록 균일해진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전기장의 값 자체도 에미터의 폭이 좁아지면서 증가하여 7
V/µm에 가까워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에미터 폭과 함께
게이트 열린 부분의 폭도 함께 줄어들도록 하였기 때문에
에미터 폭이 줄어들면 게이트 전극도 완전히 닫힌 경우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Fig. 5는 Fig. 4의 각 경우에 에미터 표면에서 방출되는

Fig. 7. (Color online) Total Emission current vs emitter width at various gate heights. For each value of gate
height H, gate voltage V was selected to keep the macroscopic electric field 7 V/µm. V /H = 7 V/µm.

전류밀도의 분포이다. 전류밀도도 에미터의 가장자리에서
크고 중앙부에서 약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전기장에 지수

25 µm씩 증가시키면서, 에미터 폭 변화에 따른 방출전류의

함수적으로 의존하는 전계방출의 특성 때문에 전류 분포

공간적 균일도 변화를 계산한 것이다. 게이트 전위 VG 는

의 불균일도는 전기장 불균일도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난다.

VG /H = 7 V/µm 가 만족되도록 전극 높이 H 에 대해 다른

예컨대 d/w = 100 µm/140 µm 인 경우 가장자리에서의

값을 인가하였다. 모든 경우에 에미터 폭이 좁을수록 전류

전기장은 중심부 전기장의 1.24배 정도이지만, 방출전류밀

분포의 균일도가 우수하였고, 같은 에미터 폭에 대해서는 게

도는 약 20만 배나 된다. 그러나 에미터 폭이 80, 60, 40,

이트가 높이 위치할수록 전자방출이 균일하였다. 게이트가

20 µm로 감소함에 따라 중심에 대한 가장자리 전류밀도의

높이 위치할수록 게이트 인가전압은 상승하지만, 방출전류

비율은 각각 3,300배, 40배, 5배, 1.3배로 변화하여 공간적

가 균일해지는 에미터 폭은 넓게 된다. 이 데이터는 원하는

균일도가 향상된다. 그리고 Fig. 4에서 보았듯 전기장도

균일도의 전류 방출을 얻기 위해 선택해야 할 에미터 폭과

강해지므로 에미터의 폭은 좁아지지만 방출되는 전류량은

게이트 높이 등 전계방출 구조의 설계 파라미터를 정하는데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게이트 전극의 높이를 달리 하면서 전류 방출

Fig. 7은 에미터 폭과 게이트 높이 변화에 따른 총 방출

의 균일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Fig. 6은 게이트 전극 높이를

전류의 변화를 보여준다. 게이트 전위 VG 는 VG /H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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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µm 가 만족되도록 인가하였다. 총 방출전류는 에미터
폭을 줄임에 따라 거의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Fig. 4에서 보았듯 에미터 폭과 함께 게이트 열린 부분의
폭을 함께 줄이기 때문에 게이트 전압이 일정해도 전기장이
상당히 증가하며, 전기장의 증가가 곧 전계방출 전류의 지
수함수적 증가를 가져온 것이다. 동일한 에미터 폭에 대해
서는 게이트가 높으면 더 많은 전류가 방출되는데 더 높게
위치한 게이트의 열린 부분이 더 작게 보이기 때문에 에미
터 표면 전기장이 거시적 인가 전기장에 가깝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음극 면 상에서 에미터와의 높이 단차를 없게 한 매립형
(B형) 에미터 구조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에미터의 폭을
좁게 제작하고 게이트 전극을 인가 가능한 전압 한도 내에
서 높게 배치할수록 전기장과 전류방출의 공간적 분포가
균일해지며, 더 큰 전류를 얻을 수 있다. 가장자리 효과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구조이므로 전자빔의 발산이 작아서 게
이트 전극의 열 문제 방지에 도움이 되는 한편 전자 빔을
양극에 더 작게 집속할 수 있게 되어 엑스선 기기의 분해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에미터 폭과 게이트 구멍
폭, 게이트 높이 등을 적절히 선택하면 에미터 영역 전체에
서 거의 균일한 전류 방출을 얻을 수 있으므로 면 전자원,
또는 평면형 엑스선 광원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균일한
전류방출은 또한 탄소나노튜브와 이를 이용하는 엑스선관
의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는 장점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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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등을 변수로 계산한 결과 에미터의 폭이 좁을수록, 게
이트 전극이 높이 위치할수록 전류방출의 공간적 균일도가
좋아지며 총 방출전류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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