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hysics: Sae Mulli,
Vol. 68, No. 11, November 2018, pp. 1167∼1172
http://dx.doi.org/10.3938/NPSM.68.1167

Measurement of Thermal Diffusivity and the Optical Properties of a Carbon
Nanotube Dispersion by Using the Thermal Lens Effect
Hyunwoo Park · Hyunki Kim · Sok Won Kim∗
Department of Physics, University of Ulsan, Ulsan 44610, Korea

Joohyun Le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Daejeon 34113, Korea
(Received 16 September 2018 : revised 12 October 2018 : accepted 17 October 2018)

Carbon nanotubes (CNTs) are structures of carbon atoms bonded together in hexagonal honeycomb shapes, with multi-walled CNTs having a very high thermal conductivity of 3000 W/m·K and
single-walled CNTs having a conductivity of 6000 W/m·K. In this work, the transmittance and
the thermal diffusivity of a multi-walled carbon nanotube dispersion with a concentration of 1.5 M
were measured using a single beam method, a dual beam method, and the thermal lens effect. The
nonlinear optical coefficients were obtained by using the z-scan method, which moved the sample
in the direction of propagation of the single laser beam, propagation and the thermal diffusivity
was measured using a double laser beam. As a pump beam, a diode-pumped solid state (DPSS)
laser with a wavelength of 532 nm and an intensity of 100 mW was used. As the probe beam, a
He-Ne laser having a wavelength of 633 nm and an intensity of 5 mW was used. The experimental
result shows that when the concentrations of the sample were 9.99, 11.10, 16.65, and 19.98 mM,
the nonlinear absorption coefficients were 0.046, 0.051, 0.136 and 0.169 m/W, respectively. Also,
the nonlinear refractive indices were 0.20, 0.51, 1.25 and 1.32 × 10−11 m2 /W, respectively, and the
average thermal diffusivity was 1.33 × 10−6 m2 /s.
PACS numbers: 66.30.Xj, 42.65.-k, 61.48.De
Keywords: Thermal lens effect, Multi-walled carbon nanotube, Z-scan, Nonlinear optical coefficient, Thermal
diffusivity

열렌즈 효과를 이용한 탄소 나노 튜브 분산액의 열확산도와 광학적 특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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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나노 튜브는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의 벌집모양으로 서로 연결된 고분자 탄소동소체로 다중벽일
경우 3000 W·m−1 ·K−1 , 단일벽일 경우 6000 W·m−1 ·K−1 정도로 매우 높은 열전도도를 보인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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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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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단일 빔과 이중 빔 방법으로 열렌즈 효과를 이용하여, 1.5 M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 분산액의
투과율과 열확산도를 측정하였다. 단일 레이저 빔의 진행방향으로 시료를 움직이는 z-scan 방법을 통해
비선형 광학계수들을 구하고, 이중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열확산도를 측정하였다. 펌프 빔으로는 파장
532 nm이고 세기가 100 mW인 DPSS (Diode-pumped solid state, DPSS) 레이저를 사용하였고, 프로브
빔으로는 파장이 633 nm이며 세기가 5 mW인 He-Ne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농도가 9.99,
11.10, 16.65, 19.98 mM일 때 비선형 흡수계수는 각각 0.046, 0.051, 0.136, 0.169 m/W였다. 또한 비선형
굴절률은 0.20, 0.51, 1.25, 1.32 × 10−11 m2 /W였고, 열확산도 평균치는 1.33 × 10−6 m2 /s이었다.
PACS numbers: 66.30.Xj, 42.65.-k, 61.48.De
Keywords: 열렌즈 효과, 다중벽 탄소 나노 튜브, Z-스캔, 비선형광학계수, 열확산도

I. 서 론

본 연구에서는 단일 빔을 이용한 열린 개구 z-scan방법으
로 비선형 흡수계수를 구하고, 닫힌 z-scan방법으로 비선형

탄소 나노튜브 (carbon nanotube, CNT) 는 육각형 벌집
모양의 원기둥 형태가 서로 연결된 고분자 탄소동소체로

굴절계수를 구하였으며, 이중 빔을 이용하여 열확산도를
측정하였다.

서, 열전도도 및 기계적, 전기적 특성이 매우 특이하며, 특
히 다중벽일 경우 3000 W·m−1 ·K−1 , 단일벽일 경우 6000

II. 이 론

W·m−1 ·K−1 정도로 매우 높은 열전도도를 보인다 [1, 2].
이러한 특성을 가진 탄소 나노튜브 파우더를 사용하여 만든
탄소 나노튜브 분산액의 비선형 광학계수, 투과율, 열확

Fig. 1은 매질을 통과하는 빔의 열렌즈 효과를 보여주고

산도를 측정함으로써 반도체나 조명등의 열전달 소자를

있다. Fig. 1(a) 는 매질이 없는 경우 렌즈를 통과하는 빔의

제작하거나, 광전도성과 비선형 광학 성질을 이용하여 정
보처리의 고속화 및 고밀도 소자의 제작에 이용하는 등,
나노기술, 전기공학, 광학 및 재료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광학적 응용에 활용 할 수 있다.
열렌즈 효과는 Gordon에 의해 레이저 공진기에서 투명
흡수체인 액체와 몇몇 고체를 둠에 따라 발견되었고 [3], 열
렌즈 효과가 발견된 이후로 레이저 검사 시스템에서 열렌즈
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하고, 공기 중에서 열렌즈
효과의 기본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몇몇 노력들이 적용되
었다 [4, 5]. 반대로, 서로 다른 빔 단면과 조리개 형태의
사용을 통해 대기 중에서 높은 강도 레이저 빔의 진행에서
열렌즈 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고안되었다 [4–6]. 본
연구에서, 열렌즈 효과는 물질이 흡수한 빛 에너지가 열로
방출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온도구배가 형성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물질의 굴절률 변화를 발생시킨다. 이는 마치
렌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광학적 특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물질의 농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광학 물질의 비선형 광학적 특성은 z-scan 방법에 의해
많이 측정되어지고 있다 [7,8]. Z-scan 방법은 렌즈효과를

경로를 나타낸 것으로, 매질이 없는 상태에서 굴절 없이
진행하는 빔을 나타낸 것이다. Fig. 1(b) 와 (c) 의 경우,
강한 세기의 레이저 빔이 매질을 통과하면 매질을 가열하게
되어 빔에서 흡수된 열은 매질 일부분의 온도를 변화시킨다.
레이저 빔은 중심으로 갈수록 세기가 강해지므로 통과하는
빔의 중심으로 갈수록 매질은 높은 온도를 가진다. 대부분
의 매질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팽창하게 되어 굴절률이
감소한다 [9].
Z-scan 방법은 렌즈에 의해 집속된 빔의 초점 앞뒤 (z 방
향) 로 시료를 이동시키면서 광 검출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투과한 빔의 세기를 측정하여 비선형 흡수계수와 비선형
굴절률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Z-scan 실험은 열린 구경
(open aperture) 실험과 닫힌 구경 (closed aperture) 실험
으로 이루어진다. 열린 구경 실험으로는 비선형 흡수계수를
구하며 닫힌 구경 실험으로는 비선형 굴절률을 구한다 [10].
열린 구경 실험에서는 광 검출기 앞에 구경을 두지 않고
시료를 투과한 에너지를 측정하고 총 흡수율 α 를 식 (1) 로
정의하여 비선형 흡수 효과를 설명한다.
α = α0 + βef f I0

(1)

이용한 간단한 실험장치로 비선형 흡수와 비선형 굴절에
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선형 광학 계수 (비선형

여기서 α0 는 선형 흡수계수이고, βef f 는 비선형 흡수계수,

흡수계수, 비선형 굴절률) 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I0 는 초점에서의 레이저빔의 세기이다. 빔의 진행 방향을
z 축 방향으로 하고 렌즈의 초점 위치를 0인 위치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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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모든 광속이 광 검출기에 입사하게 되어 비선형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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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Experimental set up for measuring
thermal lens effect.
형태의 곡선과 골 형태의 곡선 사이의 투과도 간격 ∆Tρ−υ
과 다음의 식 (5) 를 이용하여 비선형 굴절률을 구할 수 있다
[15].
n2 =

λ∆ϕ
2πI0 Lef f

(5)

∆ϕ 는 광이 시료를 통과할 때의 위상변화이다. 광 검출기에
서의 빔 세기 I(t) 의 시간 전개는 식 (6) 로 나타낼 수 있다
[13].
I(t) = I(0)[1 −
Fig. 1. (Color online) Schematic of thermal lens effect.
(a) beam focusing and pass in air, (b) negative thermal
lens effect and (c) positive thermal lens effect by thermal
absorption of medium.
계수의 영향에 의해서만 광 검출기의 광 입사량이 달라지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비선형 흡수 계수를 구할 수 있다.
투과율은 식 (2) 로 나타낸다 [11,12].
T (z) ≈

loge [1 + q0 (z)]
q0 (z)

(2)

이때 q0 는 식 (3) 과 같다.
q0 (z) =

βef f I0 Lef f
1 + ( zz0 )2

(3)

여기서 Lef f = [1 − exp(−α0 L)]/α0 는 유효시료길이이며
z0 = πω02 /λ 는 레이저 빔의 회절길이이다. L 은 시료의 두
께이고, α0 = −( L1 ) log10 T 는 시료의 선형 흡수계수이며,
ω0 는 빔 허리, 그리고 λ 는 레이저 빔의 파장이다.
닫힌 구경 실험에서는 시료 다음에 구경을 광 검출기 앞에
놓고 시료를 투과한 에너지를 측정하고 총 굴절률 n 을 식
(4) 로 정의 하여 비선형 굴절 효과를 설명한다.
n = n0 + 0.5n2 |E|2 = n0 + n2 I

(4)

비선형 굴절률 n2 가 양인 시료의 경우에는 골-마루 (valleypeak) 형태의 분산 곡선을 타나낸다 [7,8]. 실험 데이터 마루

1 − (1 + 2I)0.5 (1 − (1 + 2I)0.5 )2
+
] (6)
1 + tc /2(t)
2(1 + tc /2(t))2

여기서 tc 는 식 (6) 에 의해 주어진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까
지의 응답시간이다. 그리고 식 (7) 으로부터 열확산도인 D
를 계산할 수 있다.
tc =

w02
4D

(7)

III. 실 험
Fig. 2는 실험 장치도이다. 먼저 Fig. 2의 장치도에서 파장
이 633 nm이고 세기가 5 mW인 He-Ne 레이저 (Uniphase,
model: 1125P) 와 빔 스플리터, 필터, 조리개를 제거하고
빔의 파장이 532 nm이며 세기가 100 mW인 DPSS 레이저
(diode-pumped solid state laser, DPSS laser, Laserquantum, model: venture532) 만 사용한 단일 빔 z-scan 실험
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가우시안 빔은 초점거리 4 cm
인 렌즈에 의해 집속되었고, 스테이지 위의 렌즈의 초점에
시료를 두고, 쵸퍼 (chopper) 를 이용하여 열렌즈 신호를
확인하였다. 조리개를 사용하지 않고 열린 구경 실험을
진행하고, 조리개를 사용하여 닫힌 구경 실험을 진행하였
다. 빔의 진행방향인 z-축으로 1 mm씩 이동시키며 신호를
측정하였다.
이중 빔 실험 장치도인 Fig. 2에서 탄소 나노 튜브 분산
액의 열확산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프로브 빔으로 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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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Transmittance change through
open aperture experiment according to sample position
and concentration.

Fig. 4. (Color online) Transmittance change through
close aperture experiment according to sample position
and concentration.

레이저를 사용하고, 펌프 빔은 z-scan 실험에 이용한 DPSS

가 9.99, 11.10, 16.65, 19.98 mM일 때 각각 0.046, 0.051,
0.136, 0.169 m/W이였다.
Fig. 4 에 나타난 닫힌 구경 실험에서는 투과도 차이
(∆Tρ−υ ) 가 관측된다. 농도가 증가할수록 마루-골 (peakvalley) 형태의 변화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료의
위치가 레이저 빔의 허리보다 앞쪽에 있을 때 마루 형태의
곡선이 관측되고 뒤쪽에 있을 때 골 형태의 곡선이 관측되
었다. 이 결과를 식 (5) 에 대입하여 비선형 굴절 계수를 계
산하였다. Fig. 4를 보면 초점거리 전후로 투과도가 대칭이
되지 않는데 이 것은 유효 위상 변화 |∆ϕ| 가 큰 경우에는
투과도의 대칭성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닫힌 구경 실험
은 비선형 굴절 및 비선형 흡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닫힌
구경 투과도에 대응하는 열린 구경 투과율로 나누어 이 둘의
효과를 분리 시켜서 순수한 n2 를 구할 수 있다 [15].
Table 1은 식 (1), (2), (3)을 이용하여 비선형 흡수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열린 구경 실험의 광학계수이고, Table 2는
식 (5) 를 이용하여 비선형 굴절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열린
구경 실험의 광학계수들을 각각 농도에 따라 표로 나타낸
것이다.
Fig. 5(a) 는 시료 위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구한 탄소 나
노 튜브 분산액의 열렌즈 신호이다. 시료의 열렌즈 효과와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열적특성을 구할 수 있다. 쵸퍼에
의하여 발생한 시간적 변화와, 농도에 따른 열렌즈 신호를
분석하고 식 (6) 과 (7) 을 이용하여 열확산도를 구하였다.
또한 열렌즈 신호가 에너지의 소멸과정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열전달 상수를 비롯한 관련 물리량 측정에 이용될 수
있다.
식 (6) 을 이용하여 Fig. 5(a) 의 열렌즈 신호를 Fig. 5(b)
처럼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짧은 시간 구간에서 피팅하게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열원으로 사용된 펌프 빔은 633 nm
협대역 필터를 통해 차단시키고 프로브 빔만 통과하여 광
검출기로 입사하게 하였다.
증류수 3000 µl에 1.5 M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 분산액을
분산시켜 시료를 제작하고, 1 cm × 1 cm × 4 cm의 셀에
담아 농도에 따른 신호변화를 측정하였다. 농도는 증류수로
희석 시켜서 9.99, 11.10, 16.65, 19.98 mM 4가지로 하였다.

IV. 결 과
열린 구경과 닫힌 구경 Z-scan 방법을 통해 비선형 흡수
계수 βef f 및 비선형 굴절률 n2 를 구하였다.
Fig. 3과 Fig. 4는 각각 열린 구경과 닫힌 구경 z-scan
실험에서 탄소 나노 튜브 분산액의 농도와 초점과의 거리에
따른 투과율과 투과도 차이를 보여준다. 탄소 나노 튜브는
양의 흡수계수와 음의 굴절 계수를 가진다 [14]. 양의 흡
수계수일 때 열린 구경 실험에서는 투과율 곡선이 아래로
형성되고, 닫힌 구경 실험에서는 초점거리 앞에서 마루 형
태의 곡선이 형성된다. 반대부호의 경우에는 곡선형태 역시
반대로 형성된다.
Fig. 3에 나타난 열린 구경 실험에서는 z = 0를 중심으로
투과율 곡선이 아래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고, 초점과의
거리에 따라 투과율이 변화하고, 농도가 증가할수록 투과
율이 작아 지고, 폭이 넓어졌으며, 선형 흡수계수가 증가
하고, 유효시료길이인 Lef f 가 감소하고, q0 이 커졌다. 이
결과를 식 (2) 에 대입하여 구한 비선형 흡수 계수는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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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tical coefficient and nonlinear absorption coefficients measured through open aperture experiment.
Samples concentration
(mM)
9.99
11.10
16.65
19.98

Effective thickness
Lef f (cm)
0.9776
0.9756
0.9457
0.9377

q0
0.228
0.251
0.646
0.796

Linear Absorption
coefficient a0 (cm−1 )
0.0453
0.0495
0.1127
0.1332

Nonlinear Absorption
coefficient βef f (m/W)
0.046
0.051
0.136
0.169

Table 2. Optical coefficient and the nonlinear refractive index measured through the close aperture experiment.
Samples concentration
(mM)
9.99
11.10
16.65
19.98

Between peak and valley
of transmission ∆Tρ−υ
0.875
2.16
5.13
5.36

Phase distortion
|∆ϕ|
2.3959
5.9145
14.0471
14.6769

Nonlinear refractive index
n2 (×10−11 m2 /W)
0.20
0.51
1.25
1.32

(cell) 에 존재하는 간섭이나 대류현상으로 인한 불균일성
때문에 tc 가 짧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료
농도에 따른 변화가 미미하여 tc 의 평균치를 측정한 결과
0.0078 s이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계산된 열확산도는 1.33
× 10−6 m2 /s임을 확인하였다.

V. 결 론

Fig. 5. (Color online) (a) Thermal lens effect signal (b)
Fitting of the data using Eq. (7) with thermal lens effect
signal.

되면 응답시간 tc 를 구할 수 있다. 4가지 농도에서 tc 의
변화가 미세했는데 이것은 유동시료의 열렌즈 효과는 셀

본 연구에서는 탄소 나노 튜브 분산액의 농도에 따른
비선형 광학적 특성과 열확산도를 확인하였다. 열렌즈 효
과는 물질이 흡수한 빛에너지가 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굴절률 변화를 야기하고, 마치 렌즈에서 나타나는 광학적
특성을 가지므로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고, 적절한 흡수
스펙트럼을 알면 그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함으로써 물질의
농도 분석에 활용 할 수 있다. 단일 빔과 이중 빔 측정방법은
열렌즈 신호를 시간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열렌즈 효과의
측정뿐만 아니라, 열렌즈 신호가 에너지의 소멸과정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열전달 상수를 비롯한 관련 물리량 측정
에 응용될 수 있다. 단일 빔으로 열린 구경과 닫힌 구경
z-scan 방법을 이용하여 투과율 및 투과도 차이를 측정하여
비선형 흡수 계수와, 비선형 굴절 계수를 구하였다. 농도가
9.99, 11.1, 16.65, 19.98 mM일 때 비선형 흡수계수는 각각
0.046, 0.051, 0.136, 0.169 m/W였고, 비선형 굴절계수는
0.20, 0.51, 1.25, 1.32 × 10−11 m2 /W였다. 이중 빔 방법
으로 확인한 열렌즈 신호를 통해 탄소 나노 튜브 분산액의
반응시간인 tc 가 0.0078 s이며, 열확산도가 1.33 × 10−6
m2 /s임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실험 방법으로 탄소 나노
튜브뿐만 아니라 콜로이드 상태의 이산화바나듐, 은, 금
등의 광학적 특성을 측정하는데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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