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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rona-discharge pre-treatment on the properties of carbon nanotubes (CNTs)
which are used as flexible transparent electrodes. The CNTs are deposited on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substrates
using a spray coating method. Prior to the deposition of CNTs, the PET substrates are corona-treated by varying the feeding
directions of the PET substrate and the numbers of treatments. The variations in the surface morphologies and roughnesses
of the PET substrates due to corona-treatment are characterized via atomic force microscopy (AFM). Dynamic contact
angles (DCAs) of the corona-treated PET substrates are measured and analyzed as functions of the treatment conditions.
Also, the sheet resistances and visible-range transmittances of the CNTs deposited on PET substrates are measured before
and after bending test. The experimental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provide strong evidences that the adhesive forces
between CNTs and PET substrates can be substantially enhanced by corona-discharge pretreatment.
Key Words : Carbon nanotube (CNT), Corona-plasma treatment, Flexible transparent electrode, Sheet resistance, Optical
transmittance, Bending test

1. 서

론

terephthalate), PE (polyethylene), PP (poly-propylene)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탄소 나노튜브는 화학
기상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 CVD)와 같은 직
접성장(direct growth)[6,7] 방법뿐 아니라, 스프레이-코
팅(spray-coating), 딥-코팅(dip-coating), 바-코팅(barcoating), 잉크젯-프린팅(inkjet-printing) 등과 같은 간접
성장(indirect growth)[8-11] 방법에 의해 증착이 가능
하다. 여기서, 간접성장 방법은 직접성장 방법에 비하
여 장치가 비교적 간단하여 탄소 나노튜브의 제작단가
가 저렴한 장점은 있으나, 기판과의 응착력(adhesive
force)이 낮은 단점이 있다[12]. 또한, PET 기판과 같은
고분자 재료는 치밀한 분자배열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계적 성질이 우수한 반면에, 전형적인 소수성
(hydrophobic)으로 인하여 그 위에 증착되는 재료와의
접착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13]. PET 기판과 탄소
나노튜브와의 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근에 플

탄소 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는 고유의 기
계적, 물리화학적 특성 뿐 아니라 높은 구조적 종횡비
(aspect ratio)를 이용하여, 바이오센서(biosensor), 슈퍼
커패시터(supercapacitor), X-ray 튜브용 냉음극(cold
cathode)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1-3]. 특히, 탄소 나노튜브가 투명전극 분야에서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ITO(indium tin oxide)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 중 하나로서, 플렉서블
(flexible) 전극으로도 응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5]
플렉서블 투명전극의 기판으로는 PET (poly-eth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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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마(plasma), 자외선(UV) 등을 이용한 기판의 표면
처리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14,15]
그러나, 플렉서블 투명전극으로 사용되는 탄소 나노튜
브의 물성에 기판의 표면처리가 미치는 정량적인 효과
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 나노튜브의 플렉서블 투명전극
으로서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온 및 상압에서
공정이 가능한 코로나(corona)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PET 기판을 표면처리하고, 그 위에 스프레이-코팅 방
법으로 탄소 나노튜브를 증착하였다. 다양한 코로나 처
리조건에 따른 PET 기판 표면의 미세 형상, 표면 거칠
기 및 접촉각 등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16,000회의
유연성 검사(bending test) 실시 이전과 이후에 탄소 나
노튜브의 면저항 및 광투과율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PET 기판에 대한 표면처리가 탄소 나노튜브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 스프레이-코팅 방법에 의한 탄소 나노
튜브 증착시 사용된 현탁액(suspension)은 다음과 같은
정제(purification) 및 분산(dispersion) 과정을 통하여
제작하였다. 먼저,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SW-CNT) 파
우더(powder) 내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2:1의
부피 비율을 가지는 황산(H2SO4)과 질산(HNO3)의 혼
합 용액에 탄소 나노튜브 파우더 10 mg을 넣고 30분
동안 초음파(ultrasonic) 처리하여 정제하였다. 이와 같
이 정제된 탄소 나노튜브를 진공 여과방법(vacuum
filtration technique)을 사용하여 걸러내고, 증류수
(deionized water, 50 ml)와 음이온 계면활성제(surfactant)
인 SDS(sodium dodecyl sulfate, CH3(CH2)11OSO3Na,
40 mg)를 첨가한 후 초음파 발생기 안에서 30분 동안
분산 공정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SDS 계면활성제는
현탁액 내에서 탄소 나노튜브의 응집(aggregation) 현
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16]. 분산 공정이 완료된
용액을 원심분리기(centrifugal separator)를 이용하여
30분간 4000 rpm의 속도로 분산되지 않은 이물질들을
분리한 후, 상층액을 추출하여 탄소 나노튜브의 스프레
이-코팅에 사용될 현탁액을 제작하였다. 스프레이-코팅
은 분사압력 0.1 MPa, 분사량 1.5 ml/min, 분사시간
20 sec, 그리고 열판은 100°C의 온도를 유지하는 조건
으로 수행하여 PET 기판 위에 탄소 나노튜브를 증착
하였으며, 분산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질산(HNO3) 처
리를 30초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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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의 표면에 코로나 플라즈마 처리를 수행하여 표
면 형상 및 거칠기에 변화를 주었다. Fig. 1은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코로나 플라즈마 장치의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PET 기판의 표면처리는 1회, 2회, 4회
단일방향으로만 코로나 플라즈마에 노출시키거나,
서로 수직인 방향으로 번갈아 1 + 1회, 2 + 2회 양방향
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코로나
처리된 PET 기판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세톤(acetone) 용액에서 5분간, 에탄올(ethanol)과 증
류수에서 각각 10분간 초음파 처리를 하였다.
코로나 처리에 따른 PET 기판 표면의 미세 형상 및
표면 거칠기(rms surface roughness, σrms)의 변화를 측
정하기 위하여 AFM(Atomic Force Microscope, Park
System, XE-100)을 사용하였고, DCA(Dynamic Contact
Angle, SEO, Phoenix 300) 장치를 이용하여 PET 기판
표면의 접촉각(contact angle, θc)을 측정하였다. 4Point Probe(Chang Min Tech, CRT-SR-100)와 UV-Vis
Spectroscope(SCINCO, S-3100) 등을 이용하여 PET
기판위에 증착된 탄소 나노튜브의 면저항(sheet
resistance, Rsq) 및 광투과율(optical transmittance, T)을
측정하였다. 또한, 제작된 모든 시료들에 대하여 유연
성 검사(Bending Tester, JUNIL TECH, JIBT-200)를
총 16,000회까지 실행하였으며, 상온 및 상압에서 굽힘
반경 12 mm, 굽힘속도 40 mm/s의 조건으로 반복된 유
연성 검사에 따른 탄소 나노튜브의 표면저항 및 광투
과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1.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corona-plasma
system used in this study and the methods of
corona-treatment for PET subst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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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검토
코로나 처리를 하지 않은 PET 기판과 2 + 2회 양방
향으로 코로나 처리된 PET 기판의 표면 형상을 AFM
으로 측정한 결과를 Fig. 2의 (a)와 (b)에 비교하여 나
타내었다. 코로나 처리를 수행하지 않은 PET 기판의
경우는 표면이 비교적 매끄러운 것에 비하여 코로나
처리된 PET 기판은 상대적으로 거친 표면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AFM 결과로부터
PET 기판의 평균 표면 거칠기를 다양한 코로나 처리방

Fig. 2. AFM surface morphologies of PET substrates and
estimated rms roughness values: (a) nontreated, and
(b) bi-directional corona-treated (2 + 2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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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산출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코로나 처
리를 수행하지 않은 PET 기판의 경우 표면 거칠기가
1 nm 이하로 낮았던 것에 비하여, 단일방향 코로나 처
리 횟수를 증가시킬수록 PET 기판의 표면 거칠기가
거의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한 바, 4회 처리한 경우
약 5 nm 이상의 평균 거칠기를 나타내었다. 또한, 동일
한 횟수로 코로나 처리를 수행하였을 때에도 단일방향
으로 반복 처리한 경우에 비하여 양방향으로 번갈아
처리한 경우에 표면 거칠기의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2 + 2회 양방향으로 코로
나 플라즈마에 노출된 PET 기판의 경우에 코로나 처
리되지 않은 기판에 비해 약 10배 정도로 높은 표면
거칠기를 나타내었다.
PET 기판과 그 위에 증착된 탄소 나노튜브와의 접
합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매개변수라 할 수 있는
PET 기판의 접촉각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코로나 처리
유무에 따라 Fig. 3의 (a)와 (b)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코로나 처리를 수행하지 않은 PET 기판의 경우에 표
면의 접촉각이 50° 이상인 것에 비하여 코로나 처리에
의해 접촉각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코로나 처리방법에 따른 접촉각의 감소 효과도 앞에서
고찰한 표면 거칠기의 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일방
향으로 처리한 경우에 비하여 동일한 횟수로 양방향으
로 처리한 경우에 접촉각이 더 현저히 감소하였다. 또
한, 코로나 처리방법에 따른 PET 기판의 표면 거칠기
및 접촉각 변화를 정리한 Table 1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PET 기판의 표면 거칠기와 접촉
각 사이에는 서로 역비례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한다는
것이다. 즉, 코로나 처리에 의하여 표면 거칠기를 증가
시킨 PET 기판은 접촉각이 감소하여 그 위에 증착되
는 탄소 나노튜브와의 응착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할

Table 1. The summarized results of rms surface roughness and contact angle estimated from PET substrates, according
to the various corona-treatment methods.

Corona treatment

σrms (nm)

θc (o)

None

0.925
1.675
2.805
5.579
5.144
8.820

52.951
48.841
39.156
33.196
37.492
16.947

Bending test
ΔRsq (%)
313.39
314.28
264.70
239.04
244.85
132.19

once
2 times
4 times
1+1 times
Bi-directional
2+2 times
σrms = root-mean-square surface roughness
θc = contact angle
ΔRsq (%) = (sheet resistance after 16,000-bending / sheet resistance before bending) × 100
ΔT (%) = (550 nm-transmittance after 16,000-bending / 550 nm-transmittance before bending) × 100
One-directional

ΔT (%)
99.64
99.41
99.99
99.63
99.67
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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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sheet resistances of the CNTs measured before
and after bending (16,000 times) test, according to
the various corona-treatment methods of PET
substrates.
Fig. 3. Water drop (contact angle) images and measured
contact angles for PET substrates: (a) non-treated,
and (b) bi-directional corona-treated (2 + 2 times).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코로나 처리에 의한 PET 기판 표면의 거
칠기 및 접촉각의 변화가 그 위에 증착된 탄소 나노튜
브와 PET 기판 사이의 접합력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 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제작된 모든 시료들
에 대하여 유연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탄소 나
노튜브의 표면 저항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유연성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 탄소 나노튜브 시료들의 면저항
을 측정한 결과, 코로나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평균 약
350 ± 10Ω/sq의 면저항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는 총 16,000회까지 유연성 검사를 실시하고,
매 2,000회의 유연성 검사 후 탄소 나노튜브의 면저항
을 측정하여 그 변화를 기록한 결과이다. 또한, 유연성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의 탄소 나노튜브 면저항의 초기
값과 16,000회의 유연성 검사 이후 측정된 면 저항 값
들을 본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료들에 대하여 나타내
었다. 코로나 처리를 하지 않은 탄소 나노튜브의 경우,
유연성 검사 횟수가 증가할수록 면저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유연성 검사 완료 후 면저항이 초기값의 거
의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코로나 처리된 PET 기판위에 증착된 탄소 나노튜브
시료들은 코로나 처리 횟수가 많을 수록 면저항의 증
가현상이 완화되었는데, 특히 Fig. 4에 비교한 바와 같
이, 양방향으로 2 + 2회 코로나 처리된 PET 기판을 사
용한 경우에는 16,000회의 유연성 검사 이후에도 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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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optical transmittance of the CNTs measured
before and after bending (16,000 times) test,
according to the various corona-treatment
methods of PET substrates.
항의 증가가 초기값의 약 1.3배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는, Fig. 2와 Fig. 3의 결과에서도 이미 고찰
한 바와 같이, PET 기판에 코로나 처리를 수행하면 기
판 표면의 거칠기가 증가하고 동시에 접촉각이 효과적
으로 감소하여 결국 탄소 나노튜브와의 응착력이 더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탄소 나노튜브를 플렉서블 투명전극으로 사용
하기 위해서는 낮은 면저항 특성과 더불어 유연성 검
사 이후에도 가시광선 영역(350-750 nm)에서 적어도
80% 이상의 광투과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PET 기판에
대한 코로나 처리가 탄소 나노튜브의 광투과율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유연성 검사 이전과

기판의 코로나 표면처리에 의한 탄소 나노튜브 투명전극의 물성 향상

16,000회의 유연성 검사 실시 이후에 모든 시료들의
광투과율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5에 비교하였다.
코로나 처리되지 않은 PET 기판 위에 증착된 탄소 나
노튜브의 경우, 유연성 검사 이전에 550 nm의 가시광
선 영역에서 약 83%의 광투과율을 가지고 있었으며,
16,000회의 유연성 검사 실시 이후에 약 1% 정도의 광
투과율 감소가 나타났다. 2 + 2회 양방향 코로나 처리
된 PET 기판위에 증착된 탄소 나노튜브 시료들의 경
우에도 유연성 검사 이후에도 평균 1% 이하의 광투과
율 감소가 나타났다. 결국, PET 기판의 코로나 처리가
탄소 나노튜브의 광투과율 저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
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PET 기
판에 대한 표면처리를 수행하였고, 그 위에 스프레이코팅 방법으로 증착한 탄소 나노튜브의 플렉서블 투명
전극으로서의 물성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하여
코로나 처리에 의해 PET 기판의 표면 거칠기가 효과
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동시에 표면의 접촉
각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코로
나 처리에 따른 PET 기판의 표면 거칠기와 접촉각의
변화는 상호 역비례의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특
히, 코로나 처리되지 않은 PET 기판을 사용한 경우에
16,000회의 유연성 검사 이후 탄소 나노튜브의 면저항
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에 비하여 PET 기판을 양방향
으로 2 + 2회 코로나 플라즈마에 노출시킨 경우 유연성
검사 이후에도 면저항이 1.3배 정도 증가하는 수준으
로 현저히 향상되는 것을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하여, 장치가 간단하고 상용성이 높은 코로나 플
라즈마 장치를 이용한 기판의 표면처리는 플렉서블 투
명전극의 기판으로 많은 활용이 기대되고 있는 PET
기판의 소수성 문제를 극복하고, 동시에 그 위에 증착
되는 탄소 나노튜브 투명전극의 PET 기판과의 접합력
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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