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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field emission property in relation to the surface morphology and adhesion force

were investigated. The single-wall-nanotube-based cathode was obtained by use of an in-situ arc discharge

synthesis method, a screen-printing method and a spray method. The morphologies of the formed emitter

layers were very different. The emission stability and uniformity were dramatically improved by employing an

in-situ arc discharge synthesis method.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stability and uniformity

of the field emission of the cathode depend on the surface morphology and adhesion force of the emitters. The

current stability of the field emission device was also studied through an electrical aging process by varying

the current and electr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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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계 방출원(field emission source)인 에미터(emitter)에

대한 연구는 금속 및 반도체 재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 하지만, 일정 조건의 작동 조건에서 팁의

기화를 통한 형상의 변화, 기술적, 생산적 등의 문제점

으로 인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1-5)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CNT)가 1991년 처음 발

견된 이후로 우수한 기계적 강도, 전기전도도, 화학적 안

정성, 높은 종횡비(aspect ratio)와 작은 팁반경으로 인해

금속 및 반도체 팁을 대체할 수 있는 에미터로 활용하

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그룹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6-9)

CNT를 이용하여 전계방출 소자로 적용하여 상용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계(electric field)집중으로 인한 국

부적인 전자 방출, 아웃개싱(out-gassing), 에미터와 기판

과의 약한 결합력(adhesion force) 등을 피하기 위한 재

료 및 공정이 선택되어야 하며, 최적화된 전기적인 에이

징(electrical aging) 공정이 수반되어야 한다.10-14)

기존의 에미터 형성 방법으로는 CVD를 이용한 직접 성

장법(direct-growth method), CNT 페이스트(paste)를 이용한

스크린 인쇄법(screen printing method), 분산 처리된 CNT

용액을 이용한 분사법(spray method)등이 사용되고 있다.

CVD를 이용한 직접 성장법은 소자 제작 환경에 대해 높

은 온도가 요구되며 대면적화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상

용화에 적합하지 못하다. 스크린 인쇄법의 경우에는 저

비용, 대면적화에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상용화에 가장

근접해 있지만, 유기물에 의한 아웃개싱, 글래스 프릿(glass

frit) 같은 무기 충진제(inorganic filler)의 부분적 소결로

인한 기판과 CNT 간의 약한 결합력 등으로 인한 불균

일한 발광특성(emission property)이 문제로 남아있다. 또

한, 최근에는 분사법을 이용한 에미터 형성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무기 첨가제 같은 큰 입자를 가

진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판과 에미터 간의

약한 결합력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15-17)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상기 공정들이 갖는 불균일

한 표면형상과 약한 결합력을 극복하기 위한 SWNT

(single walled nanotube, SWNT) 전계방출 소자를 제작

하여 평가하였으며, 전기적 에이징 조건에 따른 전류 안

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우선 균일한 표면 형상, 기판과

에미터 간의 강한 결합력을 가진 동시에 유기물이 배제

된 소자를 제작하기 위해 아크 방전(arc-dischrage)을 통

해 SWNT를 합성과 동시에 기판에 증착하는 in-situ 아

크 방전법을 개발 및 최적화하였고, 기존의 스크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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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분사법을 사용하여 제작된 전계방출 소자와의 상호

비교를 통해 표면 형상, 결합력이 전계방출 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추가해서 전기적 에이징 처리에

대해 전류와 전계의 변화 조건에 따라 실시하고 시간의

증가에 따른 전류 안정성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전계방출 캐소드 제작 및 특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표면 형상과 부착 특성을 갖

는 캐소드(cathode)를 제작하기 위해서 ITO (indium tin

oxide)전극이 형성된 소다라임 유리(soda-lime glass)에

in-situ 아크 방전법, 스크린 인쇄법, 분사법을 실시하였

다. 캐소드의 유효 방출 면적은 2 × 2 cm2의 전면 패턴

을 갖도록 제작하였다. 사용된 에미터 재료는 아크 방전

법을 통하여 합성된 SWNT를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며, 합

성은 500 Torr 수소 분위기하의 아크 챔버 내에서 1 : 1 : 1

비율의 촉매금속(Fe, Ni, Mo)으로 채워진 양극의 흑연봉

과 음극사이에 10~20 V의 전압 범위에서 80 A의 직류전

원을 인가하여 실시하였다.

In-situ 아크 방전법을 이용한 캐소드 제작은 기판을 아

크 방전 챔버 내 SWNT 합성이 완료되는 음극부에 위

치시켜 합성과 동시에 기판에 증착 되도록 하였고, 접촉

표면적을 증가시켜 기판에 대한 SWNT의 밀도를 높이

기 위해 메탄올(methanol)처리를 추가로 실시하여 준비

하였다. 스크린 인쇄를 위한 페이스트는 상기 아크 방전

법에 의해 합성된 SWNT와 유기 바인더(organic binder)

및 무기 충진제(inorganic filler)를 1 : 20 : 4의 비율로 혼합

후, 3-롤밀(3-roll mill)을 이용하여 미세 분산 시켜 제조

하였다. 유기 바인더는 터피네올(terpineol)에 에칠셀룰로

즈(ethyl cellulose)를 혼합하여 제조하였으며, 무기 충진

제로는 PbO를 주성분으로 하는 글래스 프릿(glass frit)

을 사용하였다. 캐소드는 제조된 페이스트를 ST400메시

(mesh)를 갖는 스크린 마스크를 이용하여 기판에 도포 시

킨 후 제작하였다. 분사법을 통한 캐소드 제작의 경우는

이소프로필알콜에 SWNT를 혼합 후 10시간 이상의 초

음파 처리를 통해 분산시킨 후 분사기를 이용하여 기판

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도포하여 제작하였다.

제작이 완료된 각각의 캐소드를 비정질 탄소(amorphous

carbon), 잔존 유기물 제거 및 SWNT와 기판에 대한 부

Fig. 1. The SEM images of SWNT cathode with different a manufacturing process : (a), (d) In-situ arc discharge method, (b),

(e) Spray method, (c), (f) Screen-prin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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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기로(furnace)에서 질소 분위

기로 400oC까지 승온 후 1시간 동안 열처리를 하였다.

열처리 후 SWNT를 표면으로 돌출시키기 위해 접착성

을 갖는 아크릴 계열의 테이프를 이용하여 표면 처리

(taping)를 실시하였다.

제작된 캐소드에 대한 전계방출 특성 평가는 고진공 챔

버 내에서 7 × 10−6Torr 의 압력 범위에서 실시하였으며,

캐소드와 애노드(anode)의 간격은 500 µm의 글래스 스페

이서(spacer)를 사용하여 유지하였다. 전계 방출의 실시간

측정을 위해 전압소스(kei thley 248 high voltage

supply)와 전류 계측기(keithley 2400 source meter)를 사

용하여 초당 10 V의 전압 상승에 따른 방출 전류를 측

정하였으며, 3.0 mA의 전류조건하에서 전기적인 에이징

을 2 hr동안 실시 후, 초기 전류를 0.1 mA로 조정 후 시

간에 따른 전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형광체가 도

포된 애노드를 사용하여 캐소드에 대한 방출 전류의 균일

도를 동일 전계 하에서 관찰하였다. 측정이 완료된 캐소

드에 대해 전계방출 주사전자 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을 이용하여 표

면 처리 후의 표면 형상을 관찰하였다.

2.2 전기적 에이징에 따른 전계방출 특성 평가

전기적 에이징의 조건에 따른 전계방출 특성을 평가하

기 위해 in-situ 아크 방전법에 의해 제작한 SWNT 캐

소드를 선택하였다. 전기적 에이징 시 전류의 변화, 전

계의 변화에 따른 전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전류의 변

화에 따른 에이징을 실시하기 위해 캐소드와 애노드 사

이의 거리는 500 µm 간격으로 고정 후 에이징 전류를

0.5 mA, 1.0 mA, 3.0 mA로 변화시켜 각각 2 hr 동안 전

류 에이징(currnt aging)을 한 후 0.1 mA로 변경 후 시

간증가에 따른 전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전계의 변화

에 따른 방출 전류 특성은 에이징 전류를 0.5 mA로 고

정 후 캐소드와 애노드 사이의 거리를 각각 300 µm,

500 µm, 1000 µm로 변화시켜 전계 에이징(field aging)을

2 hr 동안 실시하고 0.1 µm로 변경 후 전류 안정성을 평

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제작 조건에 따른 형상 및 전계방출 특성 변화

Fig. 1은 in-situ 아크 방전법, 분사법, 스크린 인쇄법

에 의해 제작한 캐소드에 대해서 표면 처리 이후의 접

착 특성과 이에 따른 표면 형상의 변화를 관찰한 FE-

SEM 측정 결과이다. 각각의 표면 형상을 비교하여 볼

때 캐소드 제작 방법에 따라 표면 처리 이후 기판에 남

아 있는 SWNT의 밀도와 분포의 균일함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Fig. 1(a)와 (d)의 표면 형상은 taping 처리

이후에도 기판에 대해서 부분적인 탈락이 없이 균일함을

보인다. In-situ 아크 방전법에 의해 제작된 캐소드(Fig.

1(a), (d))는 기판에 서로 얽힌 필름 형태로 SWNT막이

형성되어 전면에 걸쳐 균일함을 보이며, 추가로 실시하

는 메탄올 처리는 SWNT간 van der Waals 결합력에 의

한 bundle화와 SWNT와 기판간 접촉 표면적의 증대를

촉진시켜 기판에 대해 강한 부착력을 갖게 만드는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반해 분사법(Fig. 1(b), (e))과 스크린 인

쇄법(Fig. 1(c), (f))을 이용하여 제작한 캐소드의 표면 처

리 이후의 표면 형상에 대해서는 기판 표면에 대해 SWNT

막이 부분적으로 탈락된 표면 형상을 보이며, 단면 이미

지에서도 보듯이 불균일한 높이 편차와 SWNT가 부분

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관찰된다. 이에 대해 분사법

의 경우에는 사용된 SWNT 용액이 엉킴 없이 균일하게

분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SWNT간 bundle화와 기판 사

이의 접촉 표면적이 감소하여 표면 처리 후 SWNT의 밀

도가 상당히 감소함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크린

인쇄법 경우의 표면 형상은 불균일한 입자 크기와 분포

를 갖는 글래스 프릿에 의해 발생되며, 열처리 과정 시

높은 소성 온도를 갖는 글래스 프릿이 완전히 소성되지

Fig. 2. (a) Emission current density vs. electric field curve and

(b) Fowler-Nordheim plot of SWNT cathode with different a

manufactu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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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상태에서 표면 처리 이후 부분적으로 탈락하는 것

으로 보여진다.

Fig. 2(a)는 각각의 공정에 따라 제작된 캐소드의 전

계에 따른 전류 방출 특성을 나타낸 것이며, Fig. 2(b)는

Fowler-Nordheim(F-N) plot을 나타낸 것이다. 동작전계

(turn-on field)과 동일 전계 하에서 방출 전류는 in-situ

아크 방전법으로 제작된 캐소드를 기준으로 차이를 보인

다. Fig. 1(b)와 (e)의 표면 형상과 비교하여 볼 때 분사

법에 의해 제작된 캐소드는 기판에 대한 SWNT의 부착

력이 약하기 때문에 표면 처리 후 상당한 SWNT의 밀도

감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부족한 전계 방출 특성을 보

인다고 여겨진다. 또한, Fig. 1(c)와 (f)에서 보듯이 스크

린 인쇄법에 의해 제작된 캐소드의 경우는 글래스 프릿

에 의해 SWNT막이 상당한 높이 편차와 불균일한 표면

형상을 갖으며, 이로 인해 전계에 대한 모서리 효과(edgy

effect)에 의해 발생한 국부적인 전계 집중으로 낮은 동

작전압을 이끌어 내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Fig. 2(b)의

F-N plot에서 나타난 봐와 같이 in-situ 아크 방전법, 분

사법에 의해 제작된 캐소드는 전계방출 기구에 의한 전

자의 방출로 보여지는 선형적인 특성을 갖지만, 스크린

인쇄법에 의해 제작된 캐소드의 경우 비선형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는 전계방출 시 잔존 유기물에 의해 발생하는

기체 분자가 에미터 표면에 흡착 또는 탈착을 하면서 에

미터에 대한 일함수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사려된다.

Fig. 3은 동일 전계 조건에서 표면 형상에 따른 발광

균일도의 영향에 대한 결과이다. Fig. 3(b)와 (c)의 발광

이미지와 앞선 Fig. 1의 분사법과 스크린 인쇄법에 의해

제작된 캐소드의 표면 형상과 비교하여 보면 불균일한 표

면 형상을 갖는 캐소드는 발광 이미지상에서 특정 부위만

밝게 나오는 영역과 비발광 영역이 존재하는 불균일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Fig. 3(b)와 (c)에 비해 Fig. 3(a)의 발광

특성은 표면 형상과 일치하여 상당히 균일하다는 것을 보

여준다.

Fig. 4는 각 캐소드에 대해서 시간 증가에 따른 전류

안정성을 상호 비교한 결과이다. In-situ 아크 방전법에

의해 제작된 캐소드의 경우 초기 전류 대비 13%의 작은

전류 감소율을 보이는 반면, 분사법과 스크린 인쇄법에 의

해 제작된 캐소드는 각각 58%, 67% 의 급격한 전류 감소

율을 보인다. 이처럼 전류 감소율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

는 불균일한 표면 형상에 의한 국부적인 전계 집중과 관

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불균일한 전계 집중으로 인해 특정

부위의 에미터에서 전자 방출이 일어나고 이런 제한된 영

역의 SWNT에서 발생하는 집중적인 전자 방출에 의해 야

기된 Joule heating으로 인해 에미터의 손상이 일어난다고

판단된다. 특히, 스크린 인쇄법에 의해 형성된 캐소드가 더

욱 급격한 전류 감소율을 보이는 것은 잔류 유기물에 의

해 발생한 기체 분자들의 이온화와 그로 인한 이온 가속

으로 인해 발생한 이온 충격(ion bombardment)에 의해 에

미터의 손상이 더해져 초기 전류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

했다고 여겨진다.

3.2 전기적 에이징 조건에 따른 전계방출 특성 변화

CNT를 이용한 전계방출 소자에 대해 안정한 전류 방출

을 얻는 데에는 재료 및 공정에 의한 표면 형상 제어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에 의한 CNT 팁의

오염과 각기 다른 길이 분포를 갖는 CNT의 형상 제어에

대해서는 재료 및 공정 선택만으로는 한계점이 있다. 이

에 대해 에미터의 팁의 온도를 증가시켜 팁 표면의 원자

Fig. 3. The field emission images by a phosphor screen at an electric field of 1.6 V/µm : (a) In-situ arc discharge method, (b)

Spray method and (c) Screen-printing method.

Fig. 4. The long-term emission current stability of SWNT

cath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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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면 이동(surface migration)이나 용융(melting)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팁의 형상을 변화시키는 전기적

에이징이 필요하다.18-19) 팁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

로는 전류 및 전계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Fig. 5(a)는 인가되는 전계는 유사하게 고정 후 전기적

에이징 전류의 변화에 따른 전류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이며, Fig. 5(b)는 방출되는 전류를 고정 후 인가되는 전

계의 크기를 변화시켜 에이징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전

류 안정성을 관찰한 결과이다. Fig. 5(a)에서 보듯이 에

이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부터 시작하여 에이징 전류를

증대시킴에 따라 초기 전류의 감소율이 78%, 53%, 39%,

13%로 단계적으로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

다. 이는 에이징 시 전류 증가에 따라 CNT 팁에서 발

생하는 전류의 양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저항 열에 의

해 팁의 형상과 오염 물질이 제거 되어 생기는 효과로

보여진다. Fig. 5(b)는 에이징 전계를 증가시킴에 따라 초

기 전류의 감소율이 78%, 73%, 62%, 45%로 개선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는 전계의 세기에 의해 묻혀

있는 CNT가 돌출되거나 팁 단에 걸리는 저항 열을 조절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상기의 결과는 두 가지 에이징

조건에 대해서 시간 증가에 따라 초기 전류의 감소율은

에이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모두 개선되는 것

을 보여 준다. 하지만, 전계 변화에 의한 에이징에 비해

전류변화에 의한 에이징 조건이 더욱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CNT 팁 단의 온도를 전계 보다는 전류

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CNT의 형상과 오염 물질

을 제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4. 결  론

본 실험에서는 in-situ 아크 방전법, 분사법, 스크린 인

쇄법을 각각 사용하여 상이한 표면형상과 부착력을 갖는

SWNT 캐소드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표면 특성이 전계

방출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전기적 에

이징 조건에 따른 전류 안정성을 추가로 평가하였다. 기판

과 에미터 간의 부착력은 각 공정에 의해 제작된 캐소

드에 대한 표면 처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부

착력에 따라 캐소드의 표면 형상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계방출 특성과 비교하여 볼 때 표면 형상과

높이가 균일하고 유기물이 배제 될수록 최소한의 전류 감

소율과 균일한 발광 이미지를 갖는 캐소드를 얻을 수 있

었다. 이는 표면 형상이 균일할수록 국부적인 전계 집중

을 피할 수 있으며 유기물이 존재하지 않는 캐소드 일수

록 오염물질에 의한 에미터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시간의 전류 안정성을 갖는 캐

소드를 얻기 위해서는 전기적인 에이징을 통해 불균일한

길이 분포를 갖는 에미터와 오염물질을 제거 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해 전계에 의한 에이징 조건 보다는 전류

에 의한 에이징 조건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상기 두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장수명, 우수한

균일도를 갖는 CNT 캐소드를 제작하는데 유용하게 응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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