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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금속 전극은 모든 전기적 장치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전기적 장치를 구성하는 부품들에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전극은 전기전도도(Conductivity)와, 강도(Rigidity)등의 성질이 

우수하여 전기적 장치를 구성하는 부품들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때문에,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전극의 성질을 개선시키고자 노력을 

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도체성 탄소나노튜브(mCNT)와 금속박막의 복합구조를 

제작하여 그 전기적 특성을 일반 금속박막과 비교하였다. Raman 

Spectroscopy 와 AFM 을 이용하여 mCNT 와 금속박막의 복합구조가 

성공적으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4-point probe measurement 를 

이용하여 그 전기적 특성을 일반 금속박막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금속 

복합체의 전기전도도가 순수한 금속만을 증착한 구조의 전기전도도보다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mCNT 와 금속을 혼합하여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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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체의 온도에 의한 전기전도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복합체가 전형적인 

금속의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Metallic carbon nanotube, Metal, Hybrid Structure, Conductivity, 

4-point probe measurement 

학번 : 2013-20371



3 

 

Contents 

국문 초록 ……………………………………………………………….……..…....1 

Chapter 1. 서론 …………………………………………………………………….6 

1.1 탄소나노튜브 …………………………..……………………………………………...….7 

1.2 원심분리법 ………………………………………………………………………...….…10 

1.3 4-probe point measurement ……………..…………………………..…….12 

Chapter 2. Pristine mCNT 를 이용하여 향상된 전도도 …….……....14 

2.1 서론 …………………………………………………………………………….…………..15 

2.2 실험방법 ……………………………………..………………………….…………...…17 

 2.2.1 원심분리를 이용한 pristine mCNT 추출 …………….….18 

 2.2.2 4-probe point measurement 을 위한 소자 제작 …..19 



4 

 

 2.2.3 전기적 특성 측정 …………………………………………………….…20 

2.3 실험결과 및 토의 ………………………………………………………………......21 

 2.3.1 Pristine mCNT 의 성분분석 ……………………………………..22 

 2.3.2 전류-전압 특성 비교 ................................................24 

 2.3.3 Au 의 두께에 따른 저항 ………………………………………......25 

 2.3.4 온도변화에 따른 전도도의 변화 …………..…………..……..27 

Chapter 3. 결론 …………………………………………………………...…...29 

Chapter 4. Reference …………………………………………………..…….30 

 

 

 

 



5 

 

본문 그림 목록 

[그림 1.1] 탄소나노튜브의 구조 ……………………………………….…………….…....….8 

[그림 1.2] 4-point probe measurement 를 위한 샘플 ……………..…….….12 

[그림 2.1] Pristine mCNT 용액의 성분분석 ……………………………..........….18 

[그림 2.2] 원심분리를 이용한 pristine mCNT 용액 추출 ………...…........23 

[그림 2.3] 전류전압 특성 비교 그래프 ................................................24 

[그림 2.4] Au 의 증착 두께에 따른 저항 비율 ………………….…......…..….….26 

[그림 2.5] 온도에 따른 전도도 변화 …………………………..…………....………..…28 

 

 

 



6 

 

Chapter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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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탄소나노튜브 

탄소나노튜브(CNT; carbon nanotube)는 탄소 동소체 중 하나로, 흑연 

면(graphite sheet)이 나노 크기의 직경으로 실린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탄소나노튜브는 화학적으로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우수한 

물리적 강도, 탄성계수, 열전도도와 높은 전기전도도 등 나노 물질들 

중에서도 가장 풍부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1]. 

탄소나노튜브는 흑연 면이 말리는 구조에 따라 단일벽나노튜브(SWNT; 

single wall nanotube), 다중벽나노튜브(MWNT; multi walled nanotube), 

다발형나노튜브(rope nanotube)로 분류된다 [2]. 

 단일벽나노튜브는 말려있는 모양에 따라 반도체성 

탄소나노튜브(sCNT)와 도체성 탄소나노튜브(mCNT)로 부류될 수 있다. 

말리는 방향의 벡터는 그래핀의 유닛벡터 a1 과 a2 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chiral vector Ch 라 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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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탄소나노튜브의 구조 [2]. 

Ch=na1+ma2≡(n,m), (n,m are integer, 0≤m≤n)   (1.1) 

[그림 1.1]에서 여러 종류의 단일벽나노튜브와 단일벽나노튜브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n-m 이 3 의 정수배일 

경우 도체성, n-m 이 3 의 정수배가 아닐 경우 반도체성 성질을 띤다. 또한 

탄소나노튜브의 말린 방향에 따라 Chiral vector 가 n=m 을 만족할 경우 

금속성을 띠는 arm-chair tube 라고 하며, m=0 일 경우 zigzag tube 라고 

한다. 그 이외의 모든 튜브는 chiral tube 라고 한다. 

탄소나노튜브의 벽의 개수가 2 개 이상일 경우 다중벽나노튜브라고 

하며, 직경은 100 ㎚ 미만이다. 또한 단이벽나노튜브가 서로간의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 엉켜 있을 경우 다발형 나노튜브(CNT Bundle)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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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다발형나노튜브는 구성하고 있는 단일벽 나노튜브가 

하나라도 도체성 탄소나노튜브 라면 쉽게 도체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발형탄소나노튜브는 도체성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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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심분리법 

 밀도가 다른 부유물이 있는 현탁액을 가만히 두면 밀도가 높은 물질은 

중력의 영향으로 서서히 바닥으로 가라앉고 밀도가 낮은 물질은 서서히 

상층부로 이동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침전이라 하며, 중력대신 원심력을 

이용하면 쉽게 침전현상을 가속시킬 수 있다. 위 과정을 원심분리라 하며, 

이 원리를 사용한 장비를 원심분리기라 한다.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관성의 원리에 의해 원의 중심방향에서 원 바깥 

방향으로 나가려는 힘, 즉 원심력이 생긴다. 원심력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F=mrw2      (1.2) 

여기서 m 은 질량밀도이고, r 은 중심축으로부터 수직으로 벗어나 있는 

거리, w 는 회전 각속도이다. 원심분리기는 원심력의 크기를 조절하여 

물질간의 상대적 밀도 차를 조절한다. 원심분리기에서 각속도는 분당 몇 

바퀴 회전하는 가를 나타내는 단위인 rpm 이라는 단위로 표기할 수 있으며, 

원심분리 되는 물체가 받는 힘은 중력가속도 G 를 주로 사용한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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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분리에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반지름과 각속도, 원심분리 되는 

대상물질의 질량 이외에 물질의 점도, 밀도, 반지름, 부력이 함께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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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point probe measurement 

저항은 소자의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지만, 소자의 저항이 낮아져서 

프로브와 소자 사이의 접촉저항이 무시하기 힘들게 된다면 소자의 저항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 진다. 이러한 접촉저항의 영향을, 측정에서 

제거하기 위해 4-point probe measurement 를 사용한다. 4-four point 

probe 는 동일선상에 놓여진 4 개의 텅스텐 와이어 프로브를 말하며, 

소자의 표면을 접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1.2]는 4-point probe 

measurement 를 위한 샘플이다. 

 

[그림 1.2] 4-point probe measurement 를 위한 샘플. 

[그림 1.2]를 보면, 전류(I)는 바깥쪽 프로브를 통해 흐르며, 전압(V)를 

안쪽 프로브 사이에서 측정하여 전류의 손실이 없도록 하였다. 소자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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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무한한 부피를 가지고 있고 프로브 안쪽의 간격이 t1 = t2 = t3 = 

t 라면, 어느 정도 무한한 볼륨의 저항은 다음과 같다. 

ρ = 2πt   V
    𝐼 

     (1.3) 

측정된 결과와 위의 식을 이용하여 비저항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 구한 

비저항은 프로브 팁과 소자 사이의 접촉저항을 무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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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Pristine mCNT 를 이용하여 향상된 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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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론 

금속은 인간이 처음으로 사용한 물질들 중 하나이며, 그 우수한 성능으로 

지금까지도 전도체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기만 최근 기술의 

개발로 인해 전자기기 분야에서 더욱더 전기전도도 등의 성능이 우수한 

전도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연구분야는 탄소나노튜브나 그래핀(Graphene)을 

이용한 탄소기반의 전도체이다. 그 중 탄소나노튜브는 완벽한 물성과 

구조로 인하여 전자/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의약 등 의 산업적 응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 되고 있다 [6, 12-15]. 최근 이러한 탄소나노튜브의 

이점을 이용하여, 금속과 탄소나노튜브를 합성하는 등 탄소나노튜브 

합성물을 제작하여 특성을 개선시키는 연구가 각광받고 있다 [16-26]. 

본 연구에서는 탄소나노튜브와 금속박막의 복합체를 제작하고, 그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여 일반 금속박막의 전기적 특성보다 우수함을 보이고자 한다. 

소자제작을 위해 원심분리법으로 bundle 이 제거된 pristine mCNT 를 만든 

후, SiO2 기판위에 흡착시켰다. 그 후 mCNT 가 흡착된 SiO2 기판에 금속을 

증착하여 mCNT 금속박막 복합구조를 완성하였다. 소자가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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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AFM, Raman spectroscopy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전기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4-point probe 

measure 를 상온, 저온에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mCNT 와 금속박막의 

복합구조기반 소자의 전기전도도가 일반 금속박막에 비하여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탄소나노튜브-금속 복합체는 차세대 나노 

일렉트로닉스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17 

 

2.2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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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원심분리를 이용한 pristine mCNT 분리 

 mCNT bundle 을 분리하기 위해 탄소나노튜브를 원심분리하였다. 

실험방법은 다음 그림[2.1]과 같다 [4]. 첫째, 금속성 95 % 탄소나노튜브 

필름(Nanointegris Inc.)을 o-dichlorobenzene(o-DCB) 용액에 0.05 

mg/mL 농도로 분산시켰다. 둘째, 분산된 탄소나노튜브 용액을 평균 

원심가속도 30,000 G 에서 10 분간 원심분리기(Hitachi, CS 120GXL)로 

회전시켰다. 이때 원심분리튜브가 o-DCB 용액에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테플론 재질로 만들어진 튜브를 사용하였다. 원심분리 후, 원심분리튜브 

내에 아래에는 밀도가 큰 bundle 이 깔리게 되고, bundle 을 비교적 이루지 

않아서 떠있는 용액의 윗부분의 1/3 만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2.1] 원심분리를 이용한 pristine mCNT 용액 추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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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4-probe point measurement 를 위한 소자 

제작 

 단순히 금속을 올렸을 때와, bundle 이 제거된 pristine mCNT 가 아래에 

흡착된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 샘플을 두 개 준비하였다. mCNT 를 흡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원심분리 후의 pristine mCNT(0.05mg/mL)를 

24 시간 담근 후, o-dichlorobenzene 을 이용하여 린싱하였다. 보통 

탄소나노튜브 용액을 assembly 하는 시간(~1 분)보다 긴 시간을 담갔는데, 

그 이유는 원심분리기를 이용하면서 mCNT 용액의 농도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mCNT 가 도포된 SiO2 기판과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SiO2 

기판 두 개를 동시에 thermal evaporator 를 이용하여 금속 Pd 와 Au 를 

순차적으로 증착 시켰다. Au 의 두께 별로 전기 전도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Pd 는 5 nm 로 모든 소자의 두께가 같고, Au 는 5 nm, 7.5 nm, 10 nm, 

12.5 nm, 15 nm 로 각각 증착시켰다. 증착된 금속은 4-probe measure 을 

위하여 그림[1.2]와 같은 모양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때 Shadow mask 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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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전기적 특성 측정 

제작된 소자의 전기적 특성은 Semiconductor Characterization 

System(Kiethly, 4200-SC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소자는 Au 의 두께 

별로(5 nm, 7.5 nm, 10 nm, 12.5 nm, 15 nm) 각각 30 개씩 측정하였다. 

4-point probe measure 을 위하여 4 개의 프로브를 사용하였으며, 

한쪽에서 10 μA, 100 μA 를 흘려주고, 가운데 두 지점에서의 전위차를 

측정하여 저항비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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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결과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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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Pristine mCNT 의 성분분석 

그림[2.2] (A)는 purify 된 mCNT(Nanointegris Inc.)를 흡착하고 금속 

Pd 5 nm 와 Au 10 nm 를 thermal evaporator 로 증착한 샘플을 Atomic 

force microscopy 로 측정한 이미지다. 금속이 올라가지 않은 오른쪽과 

비교해 보면 대략 ~15 nm 로 Pd(5 nm)와 Au(10 nm)가 잘 올라갔음을 

확인할 수 있고, mCNT(Nanointegris Inc.)의 높이는 평균 6nm 정도로 잘 

purify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다음 그림[2.2] (B)는 mCNT(Nanointegris Inc.)를 SiO2 기판 위에 

흡착해 둔 시료를 Raman spectroscopy 로 측정한 그래프이다. 각각의 

peak 을 잘 확인하기 위하여 3 개의 peak 을 Gaussian Distribution 으로 

나누었다. 맨 왼쪽의 D-band 가 1300-1400 cm-1 에 작은 intensity 로 

보이고 1600 cm-1 근처에서 G-band 와 G--band 를 볼 수 있다. 

Defect 을 의미하는 요소인 D-band 의 Intensity 가 매우 작게 나와있는 

걸로 보아 깨끗한 mCNT 가 SiO2 표면에 흡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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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Pristine mCNT 용액의 성분분석. (A) mCNT 가 흡착된 

SiO2 표면 위에 금속을 증착한 샘플의 AFM Image. (B) mCNT 가 흡착된 

SiO2 표면의 Raman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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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전류-전압 특성 비교 

 그림[2.3]은 일반 금속박막과 금속과 mCNT 복합체의 전류-전압 특성을 

비교 한 그래프이다. 일반 금속박막과 mCNT 와 금속 복합체, 모두 Pd 5 

nm, Au 5 nm 를 thermal evaporator 로 증착하였고, 전압을 -0.1V 에서 

0.1V 까지 변화시켜가면서 전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일반 금속박막의 

전기전도도는 3.3ⅹ104 S/m, mCNT 와 금속 복합체의 전기전도도는 

8ⅹ104 S/m 로, 일반 금속박막보다 복합체의 전도도가 41%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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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Au(5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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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전류-전압 특성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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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Au 의 두께에 따른 저항 

 그림[2.4]은 Au 의 두께에 따른 저항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mCNT 를 

흡착한 SiO2 기판과 아무 처리 하지 않은 SiO2 기판 위에, 동시에 thermal 

evaporator 로 Pd(5 nm)를 먼저 올린 후, Au 를 두께별로(5 nm, 7.5 nm, 

10 nm, 12.5 nm, 15 nm) 증착하여 두 샘플의 저항을 4-point probe 

measurement 로 측정하였다. 각 두께 별로 30 개씩 만든 후, 두 샘플의 

저항비를 나타내었다. Au 가 가장 얇을 때 두 샘플의 저항의 비가 ~0.5 

정도로 mCNT 가 흡착되어 있는 샘플의 저항이 순수 금속만 올라가있는 

샘플의 저항보다 두배 가량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 그림[2.4]에서 볼 수 

있듯이 Au 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두 샘플의 저항의 비는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낮은 Au 두께에서는, 각각의 좋은 전도성을 

갖고 있는 mCNT 가 mCNT 와 금속의 복합체 내에서 훌륭한 current 

path 역할을 하게 되지만, Au 의 두께가 증가하면 Au 가 current path 로써 

dominant 하면서 저항이 비슷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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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Au 의 증착 두께에 따른 저항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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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온도변화에 따른 전도도의 변화 

그림[2.5]는 온도에 따른 mCNT 와 금속의 복합체의 전도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mCNT 와 금속의 복합체를 상온에서부터 온도를 

낮추면서 저항을 4-point probe measurement 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저항값을 전도도로 바꾼 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검정색 선이고, 전도도 

식                             에 fitting 한 것이 붉은 line 이다. 위 

식에 fitting 했을 때, m 값은 -0.27 Scm-1T-1/2, B 값은 -2.8ⅹ10-6 Scm-

1T-3/2 로 나왔다. 위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로 우선, mCNT 와 금속 

복합체는 Nominal metal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첫번째 항은 Residual conductance 를 나타내고, 두번째 항은 electron-

electron scattering, 세번째 항은 electron-phonon scattering 을 

의미한다. m 값이 B 값에 비해 상당히 큰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mCNT 와 금속의 복합체의 scattering mechanism 이 electron-electron 

scattering 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11]. 

 

σ(T) = 𝜎(0) + 𝑚𝑇1/2 + B𝑇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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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온도에 따른 전도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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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결론 

이 논문에서 mCNT 와 금속의 복합체가 단순히 금속만 올린 소자보다 

전도도가 더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mCNT 는 Raman Spectroscopy 와 

AFM 으로 깨끗이 흡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Raman 데이터에서 

낮은 D-band 로 defect 이 적음을 알 수 있었고, AFM 이미지에서 

mCNT 의 직경이 평균 6nm 정도로 bundle 이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CNT 가 흡착된 SiO2 표면 위에 Pd 와 Au 를 순차적으로 

증착하였고, 그렇게 만들어진 복합체를, mCNT 가 없는, 같은 두께의 

금속만 올라간 샘플과 저항을 비교하였다. 저항을 측정할 때는 접촉저항을 

무시할 수 있도록 4-point probe measurement 를 이용하였고, Au 의 각 

두께 별로 30 개씩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Au 가 낮은 두께로 증착될 수록 

복합체의 저항이 금속만 증착된 샘플보다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CNT 와 금속을 섞어서 전극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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