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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이탁희 교수팀, 나노선 표면구조로 트랜지스터 특성 제어 성공
나노전자회로 분야 등에 응용가능성 개척
광주과기원 연구팀이 영국 캠브리
지 대학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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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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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촉매가 코팅되었거나 코팅되지 않은 다양한 산화아연(ZnO) 박막에서 성장한 산화아연 나노선의 투과전자현미경 이미지와 그것의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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