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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분해 테라파 분광학을 이용한 고전도성 탄소나노튜브 박막의 광학계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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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도성이 매우 높은 탄소나노튜브 박막을 제작하고 테라파 영역에서의 광학상수를 측정하였다. 탄소나노튜브박

막은 스핀코팅법 또는 진공여과법을 이용하여 연성플라스틱 기판 위에 증착되었다. 테라파 영역의 전자파 투과율은 박막의 두께 

조절을 통해 가능하며, 산처리 등의 후속공정을 통해서도 조절이 가능하다. 시분해 테라파 투과파의 진폭과 위상 측정을 통해유

전상수를 포함한 광학상수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탄소나노튜브 박막이 Drude 자유전자 모델에 잘 부합하며, 높은 

플라즈마 진동수를 가지는 등, 우수한 금속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산처리 전후 유전상수가 변화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셀룰로즈 멤브레인에 증착된 CNT 필름의 경우엔 기판의 효과가 제거된 광학계수 측정이 가능함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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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erformed time-domain terahertz (THz) spectroscopy to determine optical constants of highly conductive carbon nanotube 
(CNT) films. The CNT films have been fabricated on a flexible plastic substrate by using spin-coating or vacuum filtration. We 
found that the transmission of THz waves can be controlled by manipulating the thickness of the films and by post-treatments. 
From amplitude and phase information of the transmitted THz waves, we obtain optical constants such as refractive indices and 
dielectric constants of the CNT films. The frequency dependent dielectric constants show good metallic behaviors, relevant to the 
Drude free electron models with high plasma frequencies. It is also found that the dielectric constants are higher for the 
acid-treated films. Finally, the frequency dependent dielectric constants which are free from substrate effects have been 
demonstrated by using CNT films deposited on cellulose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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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단일벽 탄소나노튜브(CNT)는 뛰어난 기계적, 전기적, 광학

적 특성들로 인하여 다양한 소자로써 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 

연구되어 왔다.[1] 특히 CNT 박막은 구부리기 쉬운 물질로써 

가공에 용이하여 그 잠재성이 매우 크다. 또한 점증하는 고

속, 고집적 회로에 대한 기술적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경량의 전자기 간섭 차폐 물질의 필요성이 주목되고 있

다.[2-6] 이와 관련하여 최근 10 MHz에서 1 GHz 영역에서 단

일벽 CNT 박막이 전자기파 차폐물질로 사용될 수 있음이 

보고된 것은 기술적 응용성 측면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광학 소자 및 전자 소자 영역에서 공히 주목 받고 있는 파장

대인 THz 영역에서도 단일벽 CNT 박막의 광학상수를 측정

하는 논문이 다수 발표되고 있으나, 고전도성 CNT 박막에 

대한 연구와, CNT를 이용한 전자파 차폐 특성에 대한 연구

는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학적으로 다양한 특성

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뛰어난 전도도를 갖는 CNT 박막을 

제작하고, 이러한 박막에 대한 테라파 투과 실험을 통해 C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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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Picture of CNT films with different spin-coating repe-
titions from 25 to 300 times. (b) AFM image of a representative 
CNT film (scale bar = 1μm). (c) Time-domain THz spectroscopy 
setup.

(a)

(b)

FIG. 2. (a) Time trances of transmitted THz waves for bare PET 
substrate (dotted line), N100 (dashed line), and N300 (solid line), 
respectively. (b) Plot of THz transmittance in terms of the 
spin-coating repetitions. Optical transmission measured at 550 nm 
is shown together.

필름의 광학상수를 결정하였으며, 비접촉 전도도 측정에 활

용하였다.

II. 시료제작 및 실험방법

전도성이 높고 광학적 투과성이 우수한 CNT 박막을 제작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로 스핀-코팅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85% 이상 정제된 arc-made CNT를 12시간 동안 100℃
에서 진공오븐을 이용하여 bake 한 후, 유기용매 DCE에 12 
시간 동안 42 kHz, 100 W ultrasonicator를 사용하여 0.01 mg/ 
ml의 농도로 분산하여 분산액을 준비하였다.[7] 준비된 분산

액을 48,000 g에서 30분 동안 원심분리 후, 상층부의 맑은 

용액 약 80 %만을 분리해내어 실험에 사용할 마지막 분산액

을 준비하였다. 이 분산액을 회전 속도 500 rpm인 spin coater
를 사용하여 PET 기판 위에서 20초간 코팅하였으며, 횟수를 

증가시키면서 증착하여 두께가 서로 다른 박막을 제작하였

다. 그림 1(a)에 나타난 바와 같이, 25회 코팅한 박막부터 

300회 코팅한 박막까지 모두 광학적으로 투명하였으며, 그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투명도가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NT의 분산도는 AFM을 이용한 표면 측정으로 

알 수 있으며, 그림 1(b)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뛰

어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테라파 차폐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두꺼운 CNT 박막의 제작이 필수적이지만, 앞선 실험에

서 활용해 왔던 스핀-코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

대적으로 두꺼운 CNT 박막의 제작이 용이한, 진공여과법을 

사용한 CNT 박막을 추가로 제작하였다.[8,9] 스핀-코팅법과는 

달리, 멤브레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기용매 대신 수용액을 

사용하고, 분산도를 높이기 위해 계면활성제인 SDS(sodium 

dodecyl ssulfate minimum, 98.5%, GC)를 활용하여 분산액을 

준비하였다. 이후 스핀-코팅법과 마찬가지로, 초음파 처리와 

원심분리과정을 거쳐 분산도가 높은 용액만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CNT 분산용액을 이용해 진공여과법으로 니

트로셀룰로오스 멤브레인 위에 CNT 박막을 제작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일정량의 증류수를 다시 부어 계면활성제를 녹

여 제거하였다.
테라파 투과 특성 조사를 위해서는 그림 1(c)와 같이, 펨토

초 레이저와 electro-optic 방법을 적용한 시분해 테라파 셋업

을 이용하였다.[6,10] GaAs 광전도 안테나가 테라파의 emitter
로, ZnTe 크리스탈이 detector로 사용되었으며, 박막은 테라

파가 집속된 영역에 놓여졌다. 이와 같은 셋업을 통해 얻어

낸 시간분해 테라파 실험 결과에 Fourier 변환을 적용하여 

투과 스펙트럼을 얻게 된다. CNT를 투과한, 시분해 테라파

의 진폭과 위상정보를 모두 활용하면, THz 영역에서의 광학

상수 및 전도상수를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

III. 실험 결과 및 토의

그림 2에서는 스핀-코팅법으로 제작된 CNT에 대한 테라파 

투과실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a)는 각각 100회 

및 300회의 스핀-코팅 횟수를 가지는 CNT 박막의 테라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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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a) Real part of complex refractive indices before (open 
circles) and after (filled circles) acid treatment, respectively. (b) 
Imaginary part of the refractive indices (open/filled boxes).

과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코팅횟수가 증가

할수록 테라파의 투과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00회 코팅한 박막의 경우, 테라파의 세기가 약 40%정도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으며, AFM 측정 등을 통하여 측정한 박

막의 두께가 약 50 nm인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투과율 감

소는 매우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상에서 약 3 ps에 해당

하는 위치에 작은 peak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CNT 박막

에 의한 변화가 아니며 PET 기판의 내부표면에서 테라파가 

되반사하여 검출되는 것이다. 이를 제외하면 시간 분해 자료

에서 투과도 감소가 단지 그 크기만 변할 뿐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투과도 감소가 측정 가능한 

전 파장 영역에서 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CNT 필름의 테라파 투과도 정도는 산처리를 통해 추가적

으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2(b)는 산처리를 하기 전

(filled boxes)과 산처리를 한 후(filled circles)의 투과도를, 다
양한 두께의 시료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광학 영역(550 
nm)에서의 투과도(open triangles)도 함께 표시되고 있는데, 
광투과도는 산처리 전후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산

처리 전 필름들의 경우만 표시하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이 코팅 횟수가 증가하더라도 광학적 투과도는 크

게 변화하지 않는 반면, 테라파 투과도가 크게 변화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산처리를 하는 경우 테라파 투

과도가 추가적으로 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300회 

CNT 박막의 경우 40%에서 최고 16% 미만으로 투과도가 크

게 감소함을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스핀 

코팅 방법을 통하여 CNT 박막의 두께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테라파의 차폐도 또한 높은 수준에서 손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시분해 테라파 실험의 강점은, 투과파의 진폭과 위상변화

를 동시에 관측함으로써, 측정 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광학 

상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10] 본 연구에서는 CNT 박
막이 PET 기판위에 증착되어 있으므로, 같은 두께의 PET 기
판을 투과한 테라파를 reference로 이용하여 CNT 박막의 광

학 상수를 추출하였다. 투과된 그림 3의 (a)와 (b)는 테라파 

투과 스펙트럼을 통해 추출한 굴절률의 실수부() 및 허수부

()를 진동수의 함수로 각각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약 0.5 THz에 해당하는 진동은 시계열 자료에서 언급한 

PET 기판 내부의 테라파 되반사로 인한 간섭효과로써, 실제 

CNT 박막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러

한 진동을 제외했을 때, 산처리를 하기 전과 후 모두, 굴절률

의 실수부와 허수부가 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유전자를 가정한 Drude model에서 예

측하는 굴절률 특성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임으로써, CNT 
박막이 금속과 같은 광학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굴절률의 크기가 산처리를 한 후 증대되고, 특히 허수

부에서 더 큰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통해 산처리 후 박막의 

금속성이 더 증가한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산처리

가 각각의 CNT 표면의 자유전자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

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CNT 박막의 유전상수를 추출할 경우, 박막이 Drude model
을 따르는 ‘good conductor'임을 보다 명백히, 확인할 수 있

게 된다. 유전상수는 식 (1)과 같이 굴절률을 제곱함으로써, 
실수부()와 허수부()를 각각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a)는 유전상수의 허수부분과 아래에 표시한 식 (1)을 이용

하여 얻어낸 박막의 전도도 곡선이다.

ωε
σεωε
0

1
2)()( iikn +=+=  (1)

여기서 는 전도도의 실수부를, 는 진공에서의 유전율을 

뜻한다. 그림에서 점선과 실선은 산처리 전(open boxes)과 산

처리 후(filled boxes)의 전도도 곡선에서 PET 기판으로 인한 

간섭효과를 배제한 결과를 의미한다. 그림에서와 같이 전도

도는 산처리를 한 후 더욱 증대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는 그림 3에서 유추한 바와 같다. 또한 산처리 전과 후 공히 

전도도는 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데, 이를 광학적 

투과 결과와 조합해서 생각해 볼 때 결국 광학적 영역에서 0
에 가까운 값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전도

도 값이 측정 영역에서 약 106 S/cm 정도의 높은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구리나 금 등의 금속들에 근접

하는 매우 큰 값이다.
그림 4(b)는 산처리 전과 후의 유전상수의 실수부분()을 

진동수에 따라 표시한 것이다. 산처리 전과 후 모두 음의 값을 

가지며, 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그 크기가 감소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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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a) Real part of conductivities before (open boxes) and 
after (filled boxes) acid treatment, respectively. (b) Real part of 
the dielectric constants before (open circles) and after (filled 
circles) acid treatment, respectively. Dashed (solid) line is a fit to 
the data for pristine (acid-treated) sample.

(a)

(b)
FIG. 5. (a) Real (open circles) and imaginary (filled boxes) part 
of the complex refractive indices of CNT films supported on 
cellulose membrane. (b) Real (open circles) and imaginary (filled 
boxes) part of the dielectric constants. Solid line is a fit to the 
data.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각기 점선과 실선으로 표시한 식 (2)로 

표시된, Drude model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와 잘 맞는다.

22

22

1 1 τω
τω

εε
+

−= ∞
p  (2)

여기서 는 플라즈마 진동수를, 는 전하의 평균충동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하여 알아낸 플라즈마 진동수는 산처

리 전과 후 각각 340 THz, 570 THz였으며 평균충돌시간은 

각각 20 ps, 15 ps이다. 산처리 후 플라즈마 진동수는 증가하

고 평균충돌시간은 감소하여 금속성이 증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산처리 전과 후 공히 금속에 필적하는 높은 플라

즈마 진동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선 실험의 경우 기판으로 쓰인 연성플라스틱 기판 내부

에서 일어나는 간섭효과로 인해, 정확한 광학계수 스펙트럼 

측정에는 제한이 있었다. 스핀-코팅법 대신, 진공 여과법을 

활용하게 되면,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두꺼운 박막의 제

작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간섭효과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즉, 셀룰로즈 멤브레인은 테라파와 거의 상호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기판의 특성과 무관한 CNT 
특성 연구가 용이하게 된다. 그림 5에서는 셀룰로즈 멤브레

인에 도포된 CNT 필름에 대하여 테라파 투과 실험을 수행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에 사용된 박막의, CNT 부분 

두께는 110 nm로 측정되었다.
그림 3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복소수 굴절률을 측정하였으

며, 그림 5(a)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간섭효과가 없는 매우 매

끄러운 스펙트럼이 측정되었다. 이를 통해 추출된 유전상수 

역시, 그림 5(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실수부(), 허수부

() 모두 기판에 의한 간섭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

으로 보다 정확한 회귀분석이 가능해졌으며, 앞선 스핀-코팅 

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수, 허수값 모두 Drude 자유전자 

모델을 매우 잘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플라즈마 

진동수값이 500 THz로 측정되어, 스핀-코팅법과 마찬가지로 

전기적으로 특성이 매우 우수한 네트워킹 박막이 생성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PET 필름과 달리 셀룰로즈 멤

브레인이 산에 약한 특성으로 인하여, 산처리 전후를 비교하

는 실험은 수행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테라파 영역에서 기

판 특성에 무관한 CNT 박막을 제작하게 되면, CNT 고유의 

광학상수를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며, 전자기파 차폐, 
플라즈모닉 소자 제작을 비롯한 다양한 응용에서 뛰어난 성

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도성이 매우 우수한 탄소나노튜브 박막을 

제작하고 테라파 영역에서의 광학상수를 측정하였다. 테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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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전자파 투과율의 조절이 박막의 두께 조절을 통해 가

능함을 보였으며, 여기서 두께는 스핀-코팅횟수의 조절을 통

해 조절이 가능하다. 또한 완성된 박막에 대한 산처리를 통

하여 박막의 전도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테라파 투과도 역

시 이에 따라 변화함을 보였다. 시분해 테라파 투과파의 크

기와 위상 측정을 통해 굴절률과 유전상수를 각각 0.3~1.6 
THz 영역에서 측정하였으며, 이들 값들은 진동수가 증가함

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특징은 Drude 
자유전자 모델에 매우 부합하며, 플라즈마 진동수가 500 THz 
에 달하는, 매우 우수한 금속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

졌다. 아울러 셀룰로즈 멤브레인에 증착된 CNT 필름을 제작

함으로써, 기판의 간섭효과가 제외된 CNT 고유의 광학 상수

를 측정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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