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문] 한국재료학회지 DOI: 10.3740/MRSK.2009.19.9.488
Kor. J. Mater. Res.

Vol. 19, No. 9 (2009)

488

†Corresponding author

E-Mail : dojin@cnu.ac.kr (D. J. Kim)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필름의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

오동훈·강영진·정혁·송혜진·조유석·김도진
†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과 나노 재료 응용 실험실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y of Single-Wall Carbon Nanotubes Films

Donghoon Oh, Youngjin Kang, Hyuck Jung, Hyejin Song, Yousuk Cho and Dojin Kim†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4 Korea

(2009년 8월 17일 접수 : 2009년 9월 11일 최종수정 : 2009년 9월 14일 채택)

Abstract Thin films of single-wall carbon nanotubes (SWNT) with various thicknesses were fabricated, and their opt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The SWNTs of various thicknesses were directly coated in the arc-discharge chamber

during the synthesis and then thermally and chemically purified. The crystalline quality of the SWNTs was improved by the

purification processes as determined by Raman spectroscopy measurements. The resistance of the film is the lowest for the

chemically purified SWNTs. The resistance vs. thickness measurements reveal the percolation thickness of the SWNT film to

be ~50 nm. Optical absorption coefficient due to Beer-Lambert is estimated to be 7.1 × 10-2 nm-1. The film thickness for 80%

transparency is about 32 nm, and the sheet resistance is 242Ω/sq. The authors also confirmed the relation between electrical

conductance and optical conductance with very good reliability by measuring the resistance and transparency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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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소나노튜브는 2차원의 그라파이트 면이 나노 크기의

직경으로 말려진 형태로 구조 특성에 따라 단일벽, 이중

벽, 다중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탄소

나노튜브는 우수한 기계적 강도 및 물리적 화학적으로 매

우 안정한 특성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이 특성을 이용

하여 수소 저장 소재 및 고강도 소재용 복합체를 만들

려는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1)

또한 탄소나노튜브는 전도도가 매우 좋은 물질로 합성

되는 밀도를 적게 한다면 투명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현

재 사용되고 있는 비싼 ITO투명전극을 대체할 후보 물질

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flexible 한 재료에 탄소나노튜브

를 합성 할 경우 구부리거나 휘고 접고 할 수 있기 때문

에 다음 세대 device에 투명한 전극으로써 각광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로는 각각의 탄소나노튜브를 제어

하는 것이 불가능 하고 또 바로 합성된 탄소나노튜브는

기판과 약한 부착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공정을 진

행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따른다. 하지만 적절한 처리를

통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탄소나노튜브를 탄소나노튜브

필름의 형태로 제작한다면 기판과의 부착력을 증가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소그래피 공정 및 에칭 기술등

과 같은 반도체 기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

구 그룹에서 탄소나노튜브를 필름의 형태로 제작하여 특

성을 관찰 하고 있다.2-3)

탄소나노튜브를 필름의 형태로 제작하기 위한 공정으

로는 spray 법, screen printing 법, vacuum filtration 법,

spin coating 법 등이 보고 되고 있다.4)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모두 탄소나노튜브를 용액 상에 분산한 뒤 이를

기판상에 다시 코팅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용액에 균일

하게 분산 시킬 수 있는 기술과 기판에 균일하게 코팅

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 되어야 한다. 반면에 in situ 아

크 방전법을 이용 할 경우 탄소나노튜브의 합성과 동시

에 기판에 증착 되므로 부가적인 공정이 필요 없게 되

므로 본 실험에서는 아크 방전법을 이용하여 탄소나노튜

브를 합성 하였다.

하지만 아크 방전법으로 합성된 탄소나노튜브는 결정

성 및 질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갖지만 탄소나노튜브 이

외에도 비 정질 탄소와 촉매 금속과 같은 불순물이 존

재하게 된다. 이러한 불순물들이 제작된 탄소나노튜브 필

름에 주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탄소나노튜브 필름 제작

후 정제과정을 수행하였다. 그 후 정제공정에 따른 탄소

나노튜브 필름의 특성 변화를 확인해 보았으며 이를 통

해 탄소나노튜브 필름의 투명전극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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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탄소나노튜브의 합성과 동시에 기판에

증착할 수 있는 in situ 아크 방전법을 이용하여 탄소나

노튜브를 합성 하였고 합성 조건은 이전 논문을 참고 하

였다. (500 torr 수소 분위기, 아크 방전 전류 150 A/cm2)5)

탄소 원소의 증발원인 양극으로는 철, 니켈, 몰리브데늄

등의 촉매 금속이 채워져 있는 탄소봉을 사용 하였으며

음극으로는 흑연판을 이용 하였다. 탄소나노튜브의 두께는

합성 시간을 달리 하여 조절 하였고 그 결과 10~100 nm

의 두께의 필름을 얻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크 방전법을 이용해 합성을 마친 탄소나

노튜브는 기판과 약한 부착력을 갖게 되고 탄소나노튜브

의 모습도 필름의 형태를 갖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 화

학적 처리 즉, 극성이 없는 메탄올을 도포해 주면 탄소

나노튜브의 소수성으로 인해 탄소나노튜브끼리 응집하는

현상이 일어 나게 되므로 필름 형태의 탄소나노튜브를 얻

을 수 있게 된다.5,7) Fig. 1(a), (b)는 메탄올을 도포하기

전과 후의 탄소나노튜브의 모습으로 (b)를 보면 다공성

의 탄소나노튜브들이 기판에 부착하여 필름 형태를 형상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을 통해 합성할 경우 탄소나노튜브 이외에도

비 정질 탄소와 촉매 금속 등의 불순물이 잔재하게 되

어 이를 없애 주기 위한 정제 과정이 필요 하게 된다.

정제 과정은 각각을 없애주기 위해 두 개의 과정으로 나

눌 수 있는데 비 정질 탄소는 400 oC 보다 약간 낮은

온도에서 없어지므로 전기로를 이용하여 400 oC 에서 3

시간 동안 대기 분위기에서 수행 하였고 촉매 금속은 산

에 녹아 빠져 나오므로 시편을 염산에 5분 동안 두어 촉

매 금속을 제거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탄소나노튜브 필름의 정제

아크 방전법을 이용하여 필름을 제작할 경우 단일벽 탄

소나노튜브외에 비 정질 탄소와 촉매 금속이 필름 내에

잔재하게 된다. 이러한 불순물은 탄소나노튜브 필름을 투

명 전극으로 활용 시 저항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없애 주는 정제 과정이 필요 하게 된

다. Fig. 2는 각각의 정제 과정에 따른 탄소나노튜브 필

름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증착 이 후 메탄올만

도포한 탄소나노튜브 필름의 형상으로 탄소나노튜브 이

외에 구형의 불순물들이 상당 수 존재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4-point probe로 측정한 결과 약 700 Ω/sq. 의 면

저항 값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b)는 열 정

제 이후의 탄소나노튜브 필름의 형상으로 (a)에서 보였

던 불순물들이 상당 수 제거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

었고 이는 비 정질 탄소가 제거 되었기 때문이라고 판

단된다. 탄소나노튜브 필름의 저항은 열 정제 이후에 처

음 상태 보다 높은 1400 Ω/sq. 의 값을 가졌는데 이는

Fig. 1. SEM images of SWNT (a) before methanol treatment and (b) after methanol treatment.

Fig. 2. SEM images of SWNT film. (a) methanol treated SWNT film (700 Ω/sq.), (b) thermally purified SWNT film (1400 Ω/sq.),

and (c) chemically purified SWNT film (600 Ω/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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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재해 있던 촉매 금속이 열에 의해 산화물을 형성 하

였기 때문이다. (c)는 산 정제 이후의 형상으로 더 깨끗

해진 표면을 나타내며 이 때 면 저항 값은 600 Ω/aq. 로

다시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탄소나노튜브 사

이 사이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촉매 금속 산화물들이 산

정제를 통해 제거 되었기 때문에 전자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더 넓어지게 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Fig. 3(a)은 라만 분광기를 통해 각각의 시편을 측정

한 결과로써 3개의 시편 모두에서 결정성인 graphite 구

조를 나타내는 G-line과 비 결정성을 나타내는 D-line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 두 개의 라인을 가지고 강도비

(Ig/Id)를 살펴보면 탄소나노튜브의 결정성을 알 수 있는

데 각각의 정제 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값을 갖는다.

우선 메탄올 처리만 한 시편(a)의 강도비는 20 정도 이

고 이것을 열 정제(b)를 하면 강도비가 4배 정도가 향

상된 79 정도 값을 얻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열 정제 과정에서 비정질 탄소나노튜브가 제거되어 D-

line peak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c)는 산 정제

까지 모두 수행한 시편으로써 강도비를 보면 (b) 시편과

같은 79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산 정

제 시간이 5 분으로 짧기 때문에 산 정제를 하더라도 탄

소나노튜브 표면이 손상 되지 않아 나타난 결과이다. 실

제 산 정제를 마친 시편의 SEM 이미지와 TEM 이미지

인 Fig. 2(c)와 Fig. 4를 보면 표면이 손상되지 않은 탄

소나노튜브를 확인 할 수 있다. 

Fig. 3(b)와 Fig. 4는 각각 Raman RBM peak 과 TEM

이미지이다. 이를 통해 본 실험에서 사용된 탄소나노튜

브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라는 것을 확인 하였다.

Fig. 5는 XPS 데이터로 정제 과정에 따라 탄소나노튜

와 결합되어 있는 표면 원자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래

프 (a)와 (b)를 보면 (b)에서 O1s peak 을 관찰 할 수

있는데 이는 열 정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촉매 금속

이 산화 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산 정제 과정까지 모두

끝낸 시편(c)를 보면 촉매 금속 때문에 나타났던 Ni2p

와 Fe2p peak 이 사라진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로써

촉매 금속이 산 정제 과정에 의해 성공적으로 제거 되

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로써 정제 과정을 통해 순수한 탄소나노튜브만을 얻

을 수 있었으며 이때 탄소나노튜브 필름의 강도비는 79

정도로 다소 높은 결정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

와 같은 특성을 갖는 탄소나노튜브 필름을 투명전극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기적 특성 및 광학적 특성을 관찰 하였다.

3.2 탄소나노튜브 필름의 전기적 특성 및 광학적 특성

탄소나노튜브 필름의 전도도는 탄소나노튜브의 conducting

channel에 의해 결정이 되고 conducting channel 은 필

름의 두께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필름의 두께가 다르다

Fig. 3. (a)Raman spectroscopy of a) methanol treated SWNT

film, b) thermally purified SWNT film, c) chemically purified

SWNT film. (b) is a RBM mode of SWNT.

Fig. 4. TEM image of SWNT.

Fig. 5. XPS measurement results for (a) methanol treated

SWNT film, (b) thermally purified SWNT film, and (c)

chemically purified SWNT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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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른 면 저항 값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합성 되는 시간을 조절하여 12~123 nm

의 두께를 갖는 필름을 얻었고 각각의 시편에 대하여 면

저항을 측정 하였다.

Fig. 6는 면 전도도 값을 두께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 사용된 면 전도도 값은 4-point probe 를 통해

측정된 면 저항 값의 역수 값이다. (Ys) 위 그래프에서

보여지듯이 면 전도도 값은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값

이 증가 하였는데 약 50 nm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

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증가 하는 것을 확

인 하였다. 하지만 필름의 두께가 얇을 경우 즉, 50 nm

이하의 두께에서는 규칙적인 면 저항 값을 갖지 않았는

데 이는 아크 방전법에 의해 만들어진 탄소나노튜브 필

름의 경우 약 50 nm가 percolation threshold 로 이보다

두께가 얇다면 합성된 탄소나노튜브의 밀도가 적기 때문

에 대다수의 탄소나노튜브가 서로 contact 되어 있지 않

아 필름 내에서 튜브를 통해 전자가 흐를 수 있는 통

로가 충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두께에서도 얻

어지는 면 저항 값은 일정하지 않으며 산란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percolation threshold 보다 낮은

두께에서는 금속성 튜브와 반도체성 튜브가 만났을 경우

접합면에서 생기는 schottky 장벽이 접촉 저항으로 작용

하기 때문에 높은 면 저항값을 갖게 된다. 이에 반해 두

께가 충분히 두껍다면 schottky 장벽이 형성 되는 금속

성-반도체성 튜브의 접합 보다 schottky 장벽이 형성되

지 않는 금속-금속성 접합 혹은, 반도체-반도체성 튜브로

접합되어 있는 곳으로 전자가 흐를 것이기 때문에 낮은

면 저항값을 가질 수 있게 된다.8)

Fig. 6.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탄소나노튜브는 필름의

두께가 50 nm 이상일 경우 면 전도도값이 일정하게 증

가 하므로 비 저항 값을 다음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위 식에 의해 탄소나노튜브는 약 8 × 10-6
Ω-m 의 비 저

항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ITO 유리를 기준으

로 현재 투명 전극에서 요구되는 비 저항 값이 1×10-5
Ω-m

이므로 탄소나노튜브 필름을 이용하여 투명 전극을 만들

경우 더 좋은 전기적 특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비 저항 값은 50 nm 이상의 두께에서는 일정하므

로 이 범위 이상에서 그래프의 기울기 값을 구해보면 탄

소나노튜브 필름의 두께와 면 전도도와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즉,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1.2 × 10-4임을 알

수 있고 이는 필름의 두께가 1 nm 씩 두꺼워 질수록 면

전도도 값은 1.2 × 10-4(Ω/sq.)-1 씩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

라서 만약 처음 50 nm 보다 50 nm가 더 두꺼워져 필름

의 두께가 100 nm가 된다면 면 전도도 값은 0.01225

(Ω/sq.)-1 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다른 연구 그

룹에서 아크 방전법과 spray 방법을 이용하여 얻은 값

인 0.0143 (Ω/sq.)-1, 0.01 (Ω/sq.)-1 과 비슷한 결과임을

확인 하였다.8-9)

투명전극에 있어서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투과도 값

이다. 각각 다른 두께를 갖는 탄소나노튜브 필름을 제작

하여 가시광선 영역 (400~750 nm) 대의 파장을 이용하

여 투과도를 측정하였고 이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위

그래프를 보면 필름의 두께가 증가 할수록 투과도는 감

소 하는데 이는 필름의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빛이 탄

소나노튜브에 의해 흡수 되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Beer-Lambert law 를 이용 하였다.

여기서 I0는 처음 입사 되는 빛의 세기이고 I는 탄소

나노튜브 필름을 통과 한 후의 빛의 세기이며 α와 t는

각각 흡수 계수와 빛이 통과하는 길이를 의미한다. 이 식

을 자연 로그를 사용 하여 정리 하면  lnI/I0 = -αt와 같

이 쓸 수 있고 측정에 의해 투과도 값과 필름의 두께

는 알 수 있으므로 α값을 구할 수 있다. 이때 구한 α
Ys

t

ρ
---=

I

I0

---- e
αt–

=

Fig. 6. Sheet conductance versus thickness.
Fig. 7. Transmittance versus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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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7.1 × 10-3 nm-1이었으며 α값을 알 수 있으므로 탄

소나노튜브 필름에 대해 투과도 값을 예측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를 Fig. 7에 실선으로 표시 하였다. 예측된 값

은 직접 투과도를 측정하여 얻은 값들과 비슷한 값을 보

였고 이를 통해 탄소나노튜브 두께에 따른 투과도 특성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탄소나노튜

브의 흡수 계수가 어느 정도 빛을 흡수 하는지 알아보

기 위해 소다라임 글라스와 ITO 글라스의 흡수 계수를 구

하여 서로 비교 해보았다. 소다라임 글라스와 ITO 글라스

의 흡수계수는 위에서 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투과

도와 필름의 두께를 측정한 뒤 Beer-Lambert 식을 이용하

여 구하였고 그 결과 흡수 계수 α는 각각 α = 9.5 × 10-8,

α = 8.3 × 10-4 nm-1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Fig.

8은 소다라임 글라스, ITO 글라스, 탄소나노튜브 필름의

투과도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흡수 계수가 클수록 빛이

시편에 의해 더 많이 흡수 됨으로 흡수 계수가 가장 큰

탄소나노튜브 필름에서 두께에 따라 가장 큰 투과도 감

소폭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9는 탄소나노튜브 필름의 uniformity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해 수행한 실험으로 위 사진에 표시된 부분 즉,

(a) ~ (e) 지점의 투과도를 측정 하여 나타내었다. 그 결

과 차례대로 93.982%, 94.020%, 94.031%, 94.783%,

94.047% 의 값을 가졌고 이는 모두 비슷한 값이므로 시

편 위에 합성된 탄소나노튜브는 시편 전체에서 비슷한 두

께를 가지고 균일하게 형성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eer-Lambert 식에 의해 투과도가 같게 나오려면 탄소

나노튜브의 두께 또한 같아야 하기 때문)

통상 투명전극에서 요구되는 투과도는 80% 이상으로

Fig. 8을 보면 ITO 글라스의 경우에는 측정된 거의 모

든 두께에서 80% 이상의 투과도를 나타내지만 탄소나노

튜브 필름의 경우에는 필름의 두께가 32 nm 보다 작아

야 80% 이상의 투과도를 갖게 된다. 이 두께에서 면 저

항값은 Fig. 6에서 알 수 있듯이 242 Ω/sq 값을 가지므

로 투명전극 재료로써 필요한 300 Ω/sq. 보다 낮은 면

저항을 갖기 때문에 필름의 두께가 위와 같이 얇다면 탄

소나노튜브 필름으로도 투명전극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

음을 확인 하였다.

Fig. 10은 투과도와 면 전도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

로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그래프

의 기울기를 통해 투과도가 1% 증가 할 때마다 면 전

도도 값은 약 3 × 10-4 (Ω/sq.)-1 씩 감소 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Fig. 6를 보면 면 전도도와 필름 두께와의 관계

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면 전도도 값이 3 × 10-4 만큼 감

소 되려면 필름의 두께가 얼마만큼 얇아져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투과도를 1% 올리기 위해서는 필

름의 두께가 2.4 nm 씩 감소 되어야 함을 확인 하였다. 

Fig. 6와 Fig. 7에 의해서 필름의 비 저항값과 면 저

항, 투과도를 알 수 있고 필름의 두께가 가사광선 영역

과 적외선 영역의 파장 보다 작으므로 아래 식에 의해

Fig. 8. Thickness dependent transmittance of (a) glass, (b) ITO

glass, and (c) CNT film.

Fig. 9. Photograph of SWNT film after chemical purification.

Transmittance at each points are (a) 93.982%, (b) 94.052%, (c)

94.031%, (d) 94.783%, (e) 94.047%. Fig. 10. Sheet conductance versus transmit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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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전도율(optical conductivity, σop) 을 구할 수 있다.10)

(1)

위 식에 사용된 투자율과 유전율 값은 각각 µ0= 4π×10-7

s2/Fm, ε0 = 8.8542 × 10-12 F/m 이고 이를 정리하면 투과

도는 면저항, 전기 전도율, 광 전도율과 관련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전기 전도율(Electrical conductivity, σdc)

은 비 저항 값의 역수로 정의되며 이렇게 구한 전기 전

도율과 Fig. 10로부터 투과도와 면 저항값을 알 수 있

으므로 이들을 위 식에 대입하면 광 전도율(Optical

conductivity, σop)을 구할 수 있다. Fig. 11는 위에서 구

한 광 전도율을 전기 전도율과 함께 두께에 따라 나타

낸 것으로 50 nm 이상의 시편들에 대하여 나타내었는데

이는 비 저항값이 50 nm 이상인 범위에서 일정한 값을

가지기 때문이다. 위 그래프에 사용된 전기 전도율 σdc

는 σdc = 1250 s/cm이었고 이를 통해 구한 광 전도율은

σop = 206.3 s/cm이었다. 본 실험에서 구한 광 전도율은 탄

소나노튜브가 가진 고유한 특성으로 다른 연구 그룹에 의

해 알려진 값들과 비슷한 값을 가졌는데 다른 그룹에서

는 각각 σop = 175 S/cm, σop = 200 S/cm 의 광 전도율을

가지는 것을 밝혀냈다.11-12) 첫번째 광 전도율은 Filtration

방법을 통해 탄소나노튜브 필름을 만든 후 측정된 값이

고 두번째 광 전도율은 탄소나노튜브 bucky paper 의 광

전도율로써 위와 같은 실험에 의해 탄소나노튜브가 가지

는 광 전도율 특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n situ 아크 방전법을 이용하여 탄소나

노튜브를 합성 하였고 메탄올 처리를 하여 다공성의 탄소

나노튜브를 필름의 형태로 만들어 주었다. 시간을 달리 하

여 합성 하였기 때문에 두께가 다른 필름을 얻을 수 있

었고 이것을 장방출 주사 현미경을 통해 측정 한 결과

12~123 nm의 두께를 갖는 시편이 만들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탄소나노튜브는 정제 과정을 모두 끝낸 시편

에서 제일 낮은 면 저항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또한 탄소나노튜브의 결정성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

는 촉매 금속 보다는 비 정질 탄소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면 전도도 값은 50 nm 이상의 두께에서 일정하게

증가 하였으며 이를 통해 50 nm가 percolation threshold

로 이 두께 이상부터 전자가 흐를 수 있는 충분한 탄

소나노튜브가 기판에 합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 하였

다. 또 Beer-Lambert law 를 사용 하여 구한 흡수계수 α

는 7.1 × 10-3 nm-1 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현재

상용화 되어 있는 터치 패드용 투명 전극의 경우 면 저

항은 300 Ω/sq. 보다 작아야 하고, 투과도는 80% 보다 높

은 값을 가져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필름의 두께가 32 nm

에서 80%의 투과도 값을 가졌고 이 두께에서 면 저항값

은 242 Ω/sq. 를 가졌기 때문에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하여

투명전극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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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lectrical and optical conductivity versus thick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