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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posite films were fabricated by air-spray method under the 2 kgf/cm2 pressure using the multi-walled CNTs

solution and the nitrocellulose on a 10 µm polyimide film substrates. We obtained the composite films which were sprayed

with the MWCNT dispersion by varying the spray time from 20, 40 and 60sec. The electrical and the optical properties

of the sandwiched-structure-composite thin films were investigated by an UV/VIS spectrometer and a Hall Effect

equipment. As a result, the optical transmittance of all thin films in the visible range, as well as the electrical conductance

shows an available value for the transparent electrode. The carrier concentration and the light transmittance rate for the

fabricated sample are between 3.733×1010 and 6.551×1014cm-3, around 35 to 9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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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면 디스플레이(FPD; Flat Panel Display)의 대표적인

표시장치로는 PDP, LCD, 터치패널, 전자종이, LED,

OLED, AMOLED 등이 있다. FPD란 글자 그대로 평

면형에 판상인 표시장치를 말하는데 최근에는 플렉시블

화 요청이 있어 평면에서의 표시는 물론 곡면에서의 표

시도 염두에 둔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2].

지금까지 FDP에 요구되는 성질에 만족하는 전도성 재

료는 무기 산화물계(ITO계, ZnO계, TiO2계, MgO계),

나노입자·나노 와이어계(Ag 및 ITO계), 전도성 고분

자 물질 및 CNT가 사용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플렉시블하고 투명한 전도막을 제작

하기 위해서 10 µm의 폴리이미드 기판 위에 탄소 유

도체이면서 전기, 화학, 기계적으로 안정하고, 열적으

로 우수한 MWCNT를 사용하여 제작 하였다[3]. 특히,

폴리이미드 기판을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안정하면서

플렉시블하고 투명한 MWCNT 전도막을 제작하기 위

하여 먼저 니트로셀롤로스 층을 만든 후에 그 위에

MWCNT층을 성막하였다[4]. 

제작된 Nitrocellulose/MWCNT 투명 전도막에 대해

서 SEM을 통하여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홀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제작

된 MWCNT 박막에 대해서 광 투과도를 측정하였다.

2. 실 험

2.1. 박막제작 실험 및 분석 방법

본 실험에서는 CNT사에서 열적 CVD로 제조된

MWCNT를 이용하였다. 사용된 MWCNT는 순도가

93%이상이고, 직경은 30 nm였으며, 비표면적은 200

m2/g으로서 전형적인 MWCNT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림 1에 MWCNT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5]. 실험에

서 사용된 nitrocellulose의 분자 구조는 그림 2에 보이†E-mail : kujang@kyu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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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녹는점은 170oC이다[6]. 표 1에는 기판으로

사용한 한국의SKC & Kolon Co에서 제공된 폴리이미

드 필름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뛰어난 저항율을 보

이고 있다.

MWCNT 박막을 만들기 위하여 16 mg의 MWCNT

와 100 ml의 에탄올 용제를 혼합하고, 이를 상온에서

4시간 동안 초음파를 이용하여 MWCNT 분산체를 제

작하였다[7]. 

제작된 분산체를 이용하여 다음의 공정으로 플렉시

블한 투명 전도막을 제작하였으며, 구조적으로 취약한

MWCNT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명하면서

MWCNT와 물리적으로 결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물

질인 nirtocellulose계 수지를 폴리이미드 기판에 5sec

동안 에어브러시 하였으며, 이를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건조 한 후 그 위에 분산된 MWCNT를 2 kgf/cm2의 압

력으로 20, 40 및 60sec 동안 각각 에어브러시 법으로

MWCNT 막을 성막하였다. 에어브러시 공정시 에어건

과 기판 사이의 이격 거리는 30 cm로 하였다[8]. 

제작된 플렉시블 투명전도 박막의 구조적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하여 FE-SEM(Hitachi S-4700, Japan)을 사용하

였으며, 실온에서 홀 효과 측정기(HEM-3000; Ecopia co,

Korea)를 이용하여 박막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UV-visible system (Agilent 8453)를 이용하여

제작된 플렉시블 nitrocellulose/ MWCNT 복합체의 광

투과도를 측정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그림 3은 에어브러시 시간을 40sec로 하여 제작된

Nitrocellulose/MWCNT복합체의 단면과 평면의 SEM

의 사진을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평

면에 균일하게 복합체의 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SEM 단면 사진을 통하여 제작된 박막의 두께 변화

를 확인하였다. 그림 4는 에어브러시 시간에 따른 박막

의 두께를 보이고 있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에어브러시 시간에 따라서 제작된 MWCNT 박막

Fig. 1. Diagram for the MWCNT structure.

Fig. 2. Molecular structure for nitrocellulose.

Table 1. The properties of polyimide film

Thickness

[µm]

Density

[g/cm2]

Roughness

[nm]

Electric

resistivity

[Ωcm]

Polyimde

Film
10 1.42 78 >1016

Fig 3. SEM image for nitrocellulose/MWCNT composite

with the air brush time of 40 sec. (a) surface, (b)

cross section profile.

Fig. 4. Film thickness for nitrocellulose/MWCNT composite

with the air brus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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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성막 시간이 20

에서 60sec로 됨에 따라 막의 두께는 50 nm에서 150

nm정도로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스프레이 시간에

따라 박막의 저항율이 20sec까지 감소하나 그 이후에는

박막내에 MWCNT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저항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nitrocellulose와

MWCNT의 성막과정에서 에어브러시 시간이 20 sec까지

는 MWCNT분산체가 nitrocellulose층의 표면에 그대로

적층되어 물리적 결합이 나타나지 않지만, 20sec 이상에

서는 MWCNT의 분산체 용매인 에탄올이 nitrocellulose

를 용해시켜 MWCNT와 물리적인 결합이 형성되어 에

어브러시 시간이 20sec이상 증가하면 오히려 저항율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9,10].

그림 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스프레이 시간에 따

라 박막의 이동도가 20sec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nitrocellulose/

MWCNT복합체의 구성요소 가운데 MWCNT 성막시

간이 길어지면 MWCNT와 nitrocellulose가 망목상으로

구조가 형성되어 제작된 복합체 박막의 이동도를 저하

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11].

또한, 그림 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스프레이 시

간에 따라 박막 내에서 캐리어의 이동도는 20sec 이후

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성막 시

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MWCNT의 외부를 nitrocellulose

가 망목 구조을 이루면서 둘러쌓는 형태로 MWCNT를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시켜서, 성막 시간이 길어지더라

도 MWCNT 입자 하나하나가 연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시키지 못하고 nitrocellulose의 망목 절연층으로

실질적인 캐리어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었다[12,13]. 

표 2에 제작된 nitrocellulose/MWCNT 복합 박막에

대하여 두께, 저항율, 이동도 및 캐리어의 농도 등에 대

해서 상세한 정보를 정리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성막 시간에 따라서 막의 두께는 증가하였으며,

막 두께의 증가에 따라서 전기전도율 증가하였고, 이동

도는 두께의 증가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7은 제작된 nitrocellulose/MWCNT복합체 박막

의 광 투과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두께 10 µm의 폴리이미드 기판 위에 니트

로셀롤로스를 성막한 다음 20sec 동안 MWCNT 분산

체를 에어브러시하여 얻은 박막의 광 투과도는 가시광

선 영역에서 거의 95% 정도의 광 투과도를 보이고 있

으며, 전기 저항율은 2.463×   101Ωcm로서 제작된 시

Fig. 5. Resistivity for nitrocellulose/MWCNT composite

with the air brush time.

Fig. 6. Carrier concentration and mobility for nitrocellulose/

MWCNT composite with the air brush time.

Table 2. Electrical and structural properties for nitrocellulose/MWCNT composite with the air brush time

Spray time [sec] Thickness ρ [Ω · cm] µ [cm2/V · s] n [cm-3]

PI film 10 µm 1.231×106 2.557×101 -

PI/Nitro
Nitrocellulose

thick< 1[nm]
2.11×105 1.354×10-1 -

20 50 [nm] 2.463×101 3.869×102 6.551×1014

40 100 [nm] 4.304×105 3.209×102 4.520×1010

60 150 [nm] 1.400×106 1.193×102 3.73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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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가운데 가장 낮은 저항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에어브러시 시간을 40,

60sec로 증가시킴에 따라 파장 λ=550 nm에서 광 투과

도는 각각 70%와 35%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성

막 시간의 증가에 따라 성막의 두께가 증가하기 때문

에 광 투과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작된 박

막 가운데 저항율과 미세구조적 측면 및 광 투과도를

고려한 결과 20sec로 스프레이하여 얻은 nitrocellulose/

MWCNT 복합체의 코팅막이 연속적으로 균질한 막을

제작할 수 있었고, 광 투과도도 우수하였으며, 전기 저

항율 또한 가장 낮아 어느 정도 투명 전도막으로서 활

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광 투과도의 실험 결과로부터 필름의 두께가 증가함

에 따라 필름의 광 투과도는 감소하였으며, 이는 막의

에너지 밴드갭을 광 에너지와 투과율과의 관계로부터

생각 할 수 있다[14].

그림 8에 α-2 vs. hv의 관계를 보였으며,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흡수에너지와 광에너지의 관계로부

터 에너지 밴드갭은 2.58 eV에서 2.59 eV의 값을 갖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여기서 박막의 전기 저항율

이 에너지 밴드 갭의 값에 비례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15]. 즉, 에너지 밴드 갭이 크면 클수록 전기 저항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MWCNT 분산체를 이용하여 성막 공정비용이 저렴한

에어 브러시 법으로 플렉시블한 FPD용 nitrocellulose/

MWCNT 투명 전도막을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박막에

대해서 미세구조 특성 분석, 전기적 특성 및 광학 특성

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MWCNT

분산체를 이용하여 20 sec 동안 스프레이한 막의 표면

이 연속적으로 균일한 MWCNT의 네트워크가 형성되

었다. 또한, MWCNT 분산체를 20 sec 동안 스프레이

한 막의 두께, 전기 저항율 및 광 투과율은 각각 50

nm, 2.463×101 Ωcm 및 95% (λ=550 nm)를 보였다.

이때 형성된 막의 이동도가 3.869×102 cm2/V·s 및 캐

리어 농도가 6.551×1014cm-3로서 투명 전도막으로의

활용이 가능한 물리상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작

된 박막들의 광 투과도로부터 구한 광 흡수 에너지의

밴드 갭은 2.58 eV에서 2.59 eV의 값을 얻었으며, 박

막의 전기 저항율은 대체적으로 에너지 밴드갭의 값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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