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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 코팅법으로 증착된 은나노선의 특성에 미치는 분산용매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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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lver nanowire (AgNWs) networks offer a promising approach for producing cost effective 
transparent electrode materials. However, high temperature annealing is necessary to achieve low sheet 
resistance, which limits the use of AgNWs for low temperature processing applications such as flexible 
electronics, and perovskites solar cell fabrica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low temperature processing of 
efficient AgNW electrodes can be achieved with the choice of an appropriate dispersion solvent. Ethanol 
shows promising behaviors over IPA by forming uniform percolation networks even without thermal 
annealing. The key factors affecting percolation uniformity are the solubility of organic contaminants and 
the viscosity of the solvent which determines the droplet sizes. This study contributes to future studies of 
transparent conductors and flexibl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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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ransparent conductors(TCs) 연구[1-4]는 현대의 요소 기

술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투명함과 더불어 현재

는 유연성 또한 TCs의 특성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는 유연한 

디바이스 제작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요구

조건이다. 현재 산업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TCs 재료는 ITO

이다. ITO는 90% 이상의 투과도와 수 십 Ω/□에 해당하는 면

저항을 가지지만 산화물 계열의 재료가 가지는 취성 때문에

[5] 유연한 디바이스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인듐이 가지는 원

료 자체의 문제나 고비용 제작방식 때문이라도 ITO를 대체

할 수 있는 신물질의 연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ITO를 대체할 TCs 재료로 연구되는 물질들은 다양하다. 

탄소 나노 튜브(CNT), graphene, 전도성 고분자 물질 그리고 

silver nanowires(AgNWs) 등이 그 예이다. 그 중에서도 CNT

와 graphene과 같은 탄소 재료는 낮은 원가와 높은 안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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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장점을 보인다 [6]. 그러나 CNT는 제작과정에서 효과적

인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단계에서 실용화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5]. 높은 저항[6] 또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데 저항을 낮추기 위해 두께를 높이게 되면 불가피하게 투과

도가 낮아져[7,8] TCs로 기능하기 어렵다. 반면 graphene은 

전하이동도가 200,000 cm2/V·s에 해당해 매우 높은 전도도를 

보인다 [9]. 전기적 특성 뿐만 아니라 기계적 특성 또한 우수

하여 ITO를 대체할 TCs 물질로 손꼽힌다. 2010년에 30 inch 

graphene 필름 제작에 성공한 후[10] 최근 34 inch graphene 

필름이 제작되어 대면적 graphene 필름 생산에 대한 희망적

인 예시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수한 성질을 유지하면서 

graphene을 대면적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PEDOT:PSS로 대표되는 전도성 고분자는 용액공정과 롤투

롤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면적을 실현할 수 있으며 동시

에 낮은 저항과 90% 이상의 높은 투과도를 확보할 수 있다 

[11]. 그러나 특유의 색상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12]과 산

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13]이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전도성 고분자와 같이 AgNWs 또한 용액 공정만으로도 

~90%의 높은 투과도를 가지면서 ~20Ω/□의 낮은 면저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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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ansmittance-Sheet resistance of AgNWs for (a) as-deposited samples and (b) annealed samples when ethanol (red circle) and 
IPA (black rectangle) were used.

확보할 수 있다 [14]. 뿐만 아니라 유연하면서도 stretchable

한 전극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15] 미래지향적인 TCs 

재료로 언급될 만하다. 앞서 ITO의 재료 원가 문제를 짚었지

만 AgNWs 또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ITO 박막이 

스퍼터링과 같은 고비용 공정으로 제작되는 반면 AgNWs 전

극은 스프레이 코팅이나 스핀 코팅과 같은 저비용 용액 공정

으로도 제작될 수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16,17]. AgNWs가 전극으로 사용되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열처리 온도이다. AgNWs 코팅 후 낮은 면저항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170 ℃)에서의 열처리가 불가피하

다 [18,19]. 열처리가 수행될 경우 열에 취약한 디바이스에 

AgNWs를 전극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페로브스카

이트 태양전지는 100 ℃ 이상의 온도에서 장시간 노출될 시 

흡수층이 쉽게 변질된다 [20].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열처

리 온도에 해당하는 170 ℃는 상당한 고온이다. 보다 많은 디

바이스의 전극으로써 AgNWs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열처리

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진은 이전 연구를 통해 AgNW를 이용하여 CIGS 태

양전지의 전극물질 대체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16]. 이번 연구에서는 저온공정을 필요로하는 다양한 디스플

레이소자와 에너지소자 개발을 위해서 스프레이 코팅 공정을 

통해 열처리 과정이 최소화된 AgNW 전극 제조공정을 개발

하고자 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스프레이 코팅 공정은 대면적 

박막 제작과 롤투롤 연속 공정에 유리한 점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AgNWs 코팅에 보다 적합한 용매의 물성조건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향후 대면적으로 제작하는 유연소자 및 

에너지소자 개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실험 방법

직경 115 nm, 길이 20-50 μm 해당하며 IPA에 0.5%의 농도

로 분산된 Sigma-Aldrich의 Silver nanowires(AgNWs) 제품을 

사용하였다. 0.5% 분산액을 직접 사용하여 spray coating을 

실시하기에는 분산액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일정한 농도로 

희석시킨다. 스프레이 코팅에 주요한 용매 특성을 찾기 위해 

두 가지 분산용매를 선택하여 희석시켰다. 사용된 분산용매

는 에탄올과 IPA이다. 이 후 설명하겠지만 이 두 가지 용매는 

용매의 성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성질인 

solubility와 점도 측면에서 비교군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실험을 제한하기 위해 조건 범위 설정은 back pressure 

(BP)는 0.1~0.4 MPa, flow rate(FR)은 1~4 mL/min 범위로 조

절되었다. 이 때 일정한 FR을 유지하기 위해 syringe pump를 

사용했다. 미리 예열해 놓은 핫플레이트 위에 세척한 글라스

를 올리고 AgNWs를 분사한다. 분사를 마친 후 열처리 유무

에 따른 AgNWs 표면, 투과도 및 면저항 등의 영향을 분석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본 그래프는 각 분산용매 사용

에 따른 Transmittance (T) - Sheet Resistance (RS) 그래프이

며 그림 1 (a)는 열처리 전, 그림 1 (b)는 열처리 후를 나타낸

다. 붉은 점과 검은 점은 각각 에탄올과 IPA의 실험결과이며 

IPA보다 에탄올이 더 우수한 용매임을 시사한다. 에탄올을 

분산용매로 사용한 결과, IPA보다 동일한 T대비 낮은 RS를 

보인다는 점 그리고 산재의 정도가 낮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열처리 전후 비교 또한 상당히 흥미롭다. 열처리 전

과 비교하였을 때 열처리 후에는 에탄올 결과와 IPA 결과가 

상당히 근접했으나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차이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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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Percolative figure of merit, Π, and (b) Percolation exponent, n when the ethanol and the IPA were used as dispersion solvents

이는 AgNWs networks의 percolation 효과와 관계 깊다. 실

험을 통해 얻어진 T-RS data를 이용하여 용매 별 percolation 

인자를 도출한 결과, 용매별, 그리고 열처리 전후로 인자들의 

값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열처리 전후 T-RS결과

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인자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우선 SEM과 Raman 분석을 실시하여 AgNWs 표면상태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organic contaminants의 존재를 확인

하였으며 Hansen solubility를 도출하여 각 용매의 organic 

contaminants에 대한 용해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두 용매의 

물질 특성을 비교하여 다른 특성들에 비해 두 용매간 점도 차

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percolation과 관련하여 

AgNWs networks의 uniformity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액

적 크기와 점도의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각 용매에 따른 액적 

크기 또한 도출하여 비교하였다. 언급된 일련의 과정을 정리

하여 본 결과를 고찰하였다.

3.1. Percolation of AgNWs Networks

T와 RS는 RS가 감소함에 따라 T가 감소하는 단순한 경향

으로 예측되는 관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RS의 변화에 따

른 T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정의할 다른 인자가 필요하다. 

TCs에서 T와 RS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적용되는 그 인자가 

바로 figure of merit (FoM)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FoM은 두

께가 얇은 AgNWs networks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J. N. Coleman은 새로운 식을 개발

하였다. 그 식은 아래와 같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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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의 Π과 n은 각각 percolative figure of merit (FOM, 

Π)과 percolation exponent (n)이다. Z0는 the impedance of 

free space로 377 Ω으로 고정된다. AgNWs networks의 

percolation이 우수한 경우 높은 T에서도 낮은 RS 를 만족할 

수 있다. 이때 Π과 n이 percolation의 지표로 여겨지며 Π이 

높을수록 그리고 n이 낮을수록 percolation이 우수해진다. 이

는 각 용매의 Π과 n의 값은 열처리 전후, 에탄올과 IPA의 

percolation 우수성 정도, 즉 높은 T와 낮은 RS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 인자가 된다. 그 결과는 그림 2

와 같다.

그림 2의 (a)와 (b)는 각각 열처리 전과 후의 Π과 n을 나타

낸다. 열처리 전, 에탄올의 Π과 n은 각각 34.07과 1.26이고 

IPA의 Π과 n은 각각 8.31과 4.29이다. 열처리 후, 에탄올의 Π

과 n은 각각 36.30과 1.16이고 IPA의 Π과 n은 각각 17.24과 

1.93이다. 열처리 전과 후 모두 에탄올이 IPA보다 높은 Π, 낮

은 n을 보였으며 에탄올은 열처리 전 후 그 값의 변화가 매우 

작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열처리 유무에 상관없이 에탄올을 

분산용매로 사용하였을 때 IPA보다 우수한 percolation을 보

임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3.2. Organic Contaminants of AgNWs

위와 같이 에탄올이 IPA보다 우수한 percolation을 보이는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organic contaminants와 

점도이다. 먼저 organic contaminants는 열처리 전후 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Π과 n을 비교했을 때, 열처리 

전후로 에탄올과 IPA의 T와 Rs가 개선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정도에서 큰 차이가 났다. 열처리가 120 ℃에 해당하는 낮

은 온도이기 때문에 AgNWs 간의 접합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예상하였고 [18,19] 다른 원인에 의한 percolation 개선 효과

로 짐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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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Dispersive-Raman spectra and (b) zoomed-in spectra of 
as-deposited sample when the IPA were used as dispersion 
solvent. The intensity of C-H stretching vibration at 2940 cm-1 is 
due to PVP on the AgNWs

Fig. 3. SEM results of AgNWs as-deposited and post-annealed when (a) ethanol and (b) IPA were used as dispersion solvents. The 
yellow line indicated the location of the PVP on the AgNW. PVP appeared on AgNWs without annealing when IPA were used but 
disappeared when ethanol was used.

Table 1. Hansen solubility parameters for solvents with the method of VKH [25]
Solvent Fdi(J0.5·cm1.5/mol) δd Fpi(J0.5･cm1.5/mol) δp Ehi(J/mol) δh δ

Ethanol
-CH3 -CH2- -OH

15.36
-OH

4.27
-OH

18.47 24.40420 +270 +210 =900 500 20000

IPA
-CH3 >CH2- -OH

14.68
-OH

3.25
-OH

16.12 22.75
420*2 +80 +210 =1130 500 20000

이를 입증하기 위해 SEM을 통해 AgNWs 표면을 관찰하

였다. 그림 3이 그 결과이다. 예상한 바와 같이 열처리 후 

AgNWs 간의 접합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3의 (b)는 IPA를 

분산용매로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로 열처리 전, AgNWs 표

면에 이물질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3의 

(a), 에탄올의 경우 열처리 전과 후 모두 AgNWs의 표면이 깨

끗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percolation, 특

히 Rs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IPA를 사용하였

을 때 AgNWs 표면에 잔류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Dispersive-Raman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그림 4와 같이 C-H peak (2940 cm-1)의 존재를 확

인하였고 AgNWs 표면에 잔류하는 물질이 poly(vinyl 

pyrrolidone) (PVP) 임을 알 수 있었다. PVP는 AgNWs 합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고분자 물질로 AgNWs 합성이 완료된 후

에도 표면에 남아있게 된다 [22-24]. 따라서 PVP에 대한 용

해도가 IPA보다 에탄올이 더 높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method of Hoftyzer and van Krevelen 

(VKH)를 이용하여 에탄올과 IPA의 Hansen solubility 

parameter를 계산하여 비교했다. Method of VKH의 식은 아

래와 같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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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δ는 one-dimensional solubility 

parameter이며 위의 식과 같이 the dispersion force 

component(δd)와 the polar force component(δp), 그리고 the 

hydrogen-bonding component(δh)에 의해 구해진다 [26]. 에탄

올의 Hansen solubility parameter는 24.40MPa0.5, IPA는 

22.75MPa0.5이며 PVP의 Hansen solubility parameter는 

24.3MPa0.5로 나타났다 [27]. Method of VKH로 계산된 

Hansen solubility parameter는 두 물질 간 값의 차이가 

5MPa0.5 이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더 작은 물질이 상대적으

로 더 높은 용해도를 보인다 [25]. 그렇기 때문에 에탄올이 

IPA보다 PVP를 용해시키는데 더 유리함이 증명된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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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perties of the solvents [29]

solvent chemical 
formula

molar mass
(g/mole)

boiling point
(℃)

density
(g/mL)

vapor pressure
(kPa)

(at 20℃)

surface tension
(dyn/cm)
(at 20℃)

viscosity[30]
(cP)

(at 25℃)
Ethanol C2H5OH 46.07 78.5 0.789 5.7 22.39 1.07

IPA C3H7OH 60.1 82.5 0.785 4.4 21.32 2.04

Fig. 5. Optical microscopy results of AgNWs when ethanol and 
IPA were used as dispersion solvents. The results show that more 
uniform networks of AgNWs were obtained using ethanol.

Table 3. Droplet size of fluids. The D represents all of factors 
except Oh0.0622 in formula (4)

solvent Ethanol IPA
D32 0.918 D 0.958 D

써 에탄올을 사용하였을 때 잔여 PVP를 제거하는 열처리 과

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공정 단계를 줄이는데 에탄

올이 IPA보다 우수함을 보여준다.

열처리 전후 IPA의 급격한 Rs 변화가 organic contaminants

의 제거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었지만 그림 1 (b)에서의 열처

리 후 에탄올과의 여전한 차이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스프

레이 코팅에 사용되는 분산용매의 종류에 따라 AgNWs 

network의 uniformity 정도의 차이가 발생함을 보여주는 것

이다. 용매에 따른 uniformity 차이는 광학현미경 결과(그림 

5)에서도 쉽게 관찰된다. 표 2는 에탄올과 IPA의 물질 특성

표이다. 밀도나 증기압, 표면장력은 두 용매간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그러나 약 2배의 점도 차이가 확인되었고 

networks uniformity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인자가 점도임이 

시사되었다.

액적 크기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식 (4)와 같다 [28].

 
 

 


(4)

식 (4)의 dl, Oh, WeA, mA, mL는 각각 liquid jet diameter, 

ohnesorge number, aerodynamic weber number, air mass 

flow rate, liquid mass flow rate를 의미한다. 식 (4)에서 용매

의 특성과 관련된 인자는 Oh로 Oh는 물성과 다음과 같은 관

계를 갖는다.




(5)

식 (5)의 , 과 는 각각 용액의 점도, 밀도 그리고 표면

장력이다. Oh를 제외한 모든 값이 용매에 관계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에탄올과 IPA의 액적 크기는 Oh에 의해 결정된다. 에

탄올과 IPA의 액적 크기는 표 3과 같으며 이때 사용된 D는 

식 (4)에서 Oh0.0622를 제외한 인자들의 값으로 대표된다.

위와 같이 물질의 특성은 액적 크기에 영향을 준다. 그 중

에서도 점도가 다른 값들에 비해 매우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28]. 액적의 크기

는 coffee-strain effect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액적 크기의 

증가는 networks uniformity의 악화로 이어지고 percolation

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21]. 그렇기 때문에 점도가 큰 

IPA는 상대적으로 점도가 낮은 에탄올에 비해 큰 액적을 형

성하게 되어 열처리 후에도 에탄올보다 낮은 Π과 높은 n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에탄올을 분산용매로 사용하여 저온에서 

별도의 열처리 없이 스프레이 코팅만을 통하여 높은 투과도

와 전기 전도도를 갖는 AgNWs 전극을 형성하였다. 이는 주

어진 조건에서 우수한 AgNWs networks의 percolation을 보

인 용매가 에탄올이었기 때문이다. Percolation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자는 percolative figure of merit, Π

과 percolation exponent, n이다. Π는 그 값이 클수록, n은 작

을수록 networks의 uniformity가 향상되어 percolation이 우

수하다. 이 두 인자는 분산용매인 에탄올과 IPA 사용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용매에 따른 두 인자 차이의 원인을 밝히

는 과정에서 저온 증착과정에서 용매에 요구되는 두 가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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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특성이 도출되었다. organic contaminants의 용해도와 

용매 점도이다. 에탄올을 분산용매로 사용하였을 때, 

AgNWs 표면에 잔류하는 organic contaminants의 양이 IPA

보다 월등히 적었기 때문에 열처리 전후 percolation 개선 효

과가 IPA에 비해 매우 적었다. 이러한 차이는 organic 

contaminants에 대한 용매의 용해도 차이에 의한 것으로 밝

혀졌다. 열처리 후에도 나타나는 용매 간의 T-RS 결과 차이는 

용매의 점도에 의한 percolation 영향으로 판단되었다. 점도

가 낮은 용매는 작은 액적을 남겨 networks uniformity가 개

선되어 percolation 개선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점도가 낮은 에탄올이 열처리 후에도 IPA보다 우수

한 percolation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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