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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dimensional (1D) silver nanostructures, which possess the highest conductivity among all room-temperature

materials, moderate flexibility and high transmittance, are one of the most promising candidate materials to replace conventional

indium tin oxide transparent electrodes. However, the short length and large diameter of 1D silver nanostructures cause a

substantial decrease in the optical transparency or an increase in the sheet resistance. In this work, ultra-long silver nanofiber

networks were synthesized with a low-cost and scalable electrospinning process, and the diameter of the nanofibers were fine-

tuned to achieve a higher aspect ratio. The decrease in the diameter of the nanofibers resulted in a higher optical transparency

at a lower sheet resistance: 87 % at 300 Ω/sq, respectively. It is expected that an electrospun silver nanofiber based transparent

electrode can be used as a key component in various optoelectronic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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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투명전극(transparent electrode)은 높은 광학적 투과도와

낮은 면 저항을 동시에 발현하는 소재로써, 평판 액정

표시장치, 터치 패널, 전자 발광 장치 및 박막 광전지

등의 광전자소자(optoelectronic device)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재이다. 현재 투명전극으로 널리 사용되는 인

듐주석산화물(indium tin oxide, ITO)은 인듐의 고가격,

고 비용의 진공 증착 공정 및 수급 불안정과 내재적 취

성으로 인해 유연 소자로의 응용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1-3) 최근 ITO의 대체소재로써, 탄소나노튜브

(carbon nanotube, CNT)와 그래핀(graphene) 및 1차원

금속 나노소재 기반의 투명 전극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3-6) 하지만 CNT는 균일한 분산이 용이하지 않고, 그

래핀은 상대적으로 낮은 표면 강도와 고온 다습한 환경

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나노선(nano-

wire) 및 나노섬유(nanofiber)와 같은 1차원 금속 나노소

재는 금속 본연의 파괴인성, 연성 및 전기전도율로 인

해 우수한 기계적 물성과 낮은 면 저항을 동시에 기대

할 수 있다. 

금속은 내재적으로 가시광 영역에서 투명하지 않기 때

문에 투명 전극을 구성하는 1차원 금속 나노소재의 부

피 비가 감소할수록 투과도는 개선된다. 그러므로 최소

량의 1차원 금속 나노소재를 도입하여 우수한 전기전도

율를 확보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전도성 소재를 이용하여 절연체의 일정 영역에

전극을 형성할 때, 전극의 저항은 전도성 소재의 특정

임계 부피 비에서 급격하게 감소된다. 이러한 현상은

percolation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임계 부피 비는

전도성 소재의 종횡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7,8) 즉, 보

다 큰 종횡비를 갖는 전도성 소재를 사용하면 더욱 낮

은 임계 부피 비에서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전기전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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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conduction pathway)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우수

한 투과율과 전기전도율을 동시에 갖는 투명 전극을 구

현하기 위해서는 더욱 큰 종횡비를 갖는 1차원 금속 나

노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차원 은 나노구조체는 은의 우수한 전기전도율과 내

산화성으로 인해 ITO의 대체 물질로써 가장 주목받고 있

는 소재이며, 폴리올(polyol) 공정, 수열(hydrothermal) 합

성법, 용매열(solvothermal) 합성법 및 전기방사법(electro-

spinning)을 이용하여 합성할 수 있다.9-12) 이 중 전기방

사법은 정전기력(electrostatic force)을 이용하여 폴리머

(polymer)/금속 전구체 용액을 섬유형태로 방사하고, 이

를 열처리하여 순수한 금속 나노섬유를 얻는 방법이다.

특히 전기방사 중 긴 사슬(chain)을 갖는 폴리머의 연신

(elongation)에 의해 길이가 매우 긴 섬유를 얻을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은 나노섬유를 합성하고, 투명전극으로의 응용 가능성을

고찰한 보고가 있었다.12) 하지만 1차원 구조체의 종횡비

는 길이뿐만이 아니라 직경의 감소를 통해 더욱 증가시

킬 수 있음에도, 직경이 제어된 은 나노섬유를 합성하

고, 섬유의 직경과 투명전극의 투과율 및 면 저항 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방사를 위한 전구체 용액의 점도를

변화시켜 전구체 섬유의 직경을 제어하고, 이를 열처리함

으로써 직경이 제어된 은 나노섬유의 합성을 시도하였

다. 전구체 용액은 폴리비닐피롤리돈(polyvinyl pyrrolidone,

PVP)과 은질산염(AgNO3)을 사용하여 제조하였고, 전구

체 용액 내의 PVP의 농도에 따른 용액 점도와 전구체

섬유의 직경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최소 직경을 갖

는 전구체 나노섬유의 합성을 시도하였다. 전구체 섬유

로부터 PVP를 제거하고, 은의 결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수소(H2)와 아르곤(Ar)으로 구성된 이원화 열처리 공정

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합성된 은 나노섬유의 직

경, 형상과 결정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

로 직경이 제어된 은 나노섬유를 이용하여 투명전극을

제작하고 투과도와 전기전도도를 평가하여 은 나노섬유

의 직경이 투명전극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은 나노섬유를 제조하기 위한 전구체 용액과 고분자 용

액은 3.0 g의 은질산염(silver nitrate, AgNO3, 99.9 %,

Sigma-Aldrich)과 0.2~0.7 g의 폴리비닐피롤리돈(polyvinyl

pyrrolidone, PVP, Mw: 1,300,000, Aldrich)을 각각 4 ml

의 초순수와 6 ml의 무수 에탄올에 첨가하고, 자력교반

기에서 3시간 동안 용해하여 준비하였다. 용액의 점도가

전기방사된 섬유의 직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점도계(viscometer, Brookfield DV-II)를 이용하여 PVP

의 농도에 따른 용액의 점도를 측정하였다. 제조된 용

액의 전기방사는 용액 공급부(시린지, 시린지 펌프, 노

즐, 니들), 전압 인가부(파워 서플라이, 니들 어댑터) 및

포집부(드럼 컬렉터)로 구성된 전기방사 장치를 이용하

여 실시하였다. 먼저 전구체 용액을 실린지(syringe)에 주

입한 후, 실린지와 30 gauge(내경: 0.14 mm)의 니들(needle)

이 결합되어 있는 니들 어댑터(needle adapter)를 노즐

(nozzle)로 연결하고, 실린지 펌프(syringe pump)를 통해

시간당 0.3 ml의 속도로 용액을 실린지에서 니들로 이송

하였다. 용액이 이송된 니들(needle)에는 고전압 발생장

치(high power supply)를 연결하여 20 kV의 전압을 인

가하였고, 방사된 나노섬유는 니들(needle)로부터 10 cm

의 거리에 위치한 유리기판(2 cm × 2 cm)이 부착된 드럼

컬렉터(drum collector)에 포집되었다. 전기방사가 실시되

는 챔버(chamber) 내부는 50 oC의 온도와 10 %의 습도

를 유지하였다. 

AgNO3와 PVP로 구성된 전구체 나노섬유에서 유기물

을 분해하고 은을 결정화하기 위해, 전기방사된 전구체

나노섬유를 수소 분위기 하에서 150 oC로 30분간 1차로

열처리하고, 다시 분위기를 아르곤으로 전환하여 300 oC

에서 3시간동안 2차 열처리를 실시하였다.12) 열처리 전과

후의 나노섬유의 형상, 직경 및 결정구조는 전계 방출 주

사 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Hitachi S-4800)과 X-선 회절분석기(X-ray dif-

fractometer, XRD, Rigaku D/MAX-2500)를 이용하여 관

찰하였다. 제조된 나노섬유의 평균 직경은 FE-SEM을 이

용해 촬영한 사진에서 200개의 나노섬유를 무작위로 선

택하여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UTHSCSA image tool)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전기방사된 은 나노섬유 기반의 투

명전극은 전기방사를 4분부터 8분까지 1분 단위로 유리

기판에 실시하여 준비된 샘플을 수소와 아르곤에서 2단

계 열처리하여 제작하였다. 투명전극의 광학적 및 전기적

특성은 UV/visible spectroscopy(Scinco, S-3100)를 이용하

여 550 nm에서의 광 투과도를 측정하고, 4-point probe

(ATI, CMT-SR2000N)을 이용하여 샘플의 면 저항을 측

정해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PVP의 농도가 전기방사 용액의 점도 및 전기방사된 나

노섬유의 직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AgNO3

와 용매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PVP의 양을 변화

하여 용액을 제조하였고, 인가전압을 포함한 다른 인자

를 동일하게 유지하며 전기방사를 실시하였다. Fig. 1은

전기방사 용액 내의 PVP의 양에 따른 용액의 점도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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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용액을 이용하여 전기방사된 나노섬유의 직경을 보

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PVP의 양

과 용액의 점도는 비례 관계였으며, 낮은 점도의 용액을

이용하여 전기방사된 나노섬유가 보다 미세한 직경을 나

타내었다. 0.2 g의 PVP를 함유한 용액은 약 18 cP의 점

도를 가졌고, 이 용액으로부터 제조된 나노섬유는 섬유

내에 다량의 비드(bead)를 가지고 있어 투명 전극으로의

응용이 적합하지 않았다. 반면에, 0.3~0.7 g의 PVP를 함

유한 용액은 각각 30, 48, 69, 120 cP의 점도를 나타내

었으며, Fig. 2에서 보여주듯이, 제조된 섬유는 모두 비

드가 없는 1차원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Fig. 2는 각각

의 용액으로부터 전기방사된 나노섬유의 FE-SEM 사진

이며, 낮은 농도의 PVP를 사용한 경우에 나노섬유의 직

경이 감소되는 것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나노섬

유의 평균직경은 전술한 바와 같이 FE-SEM 사진과 이

미지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0.7, 0.5, 0.4

그리고 0.3 g으로 PVP의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각각

370, 208, 151 그리고 101 nm로 감소되었다. 모든 나노

섬유는 매끄러운 표면을 나타내었으나 일부 구형의 입

자가 관찰되었고, 약 수 천 이상의 종횡비와 균일한 직

경을 갖는 1차원 구조의 섬유상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전기방사 공정을 이용하여 금속 나노섬유

를 제조하는 경우, 고분자의 원활한 분해를 위해 대기

중이나 산소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실시하여 산화물 나

노섬유를 얻은 후에 이를 금속으로 환원하는 방식을 주

로 사용한다. 하지만 산화물의 형성이 용이하지 않은 은

의 경우에는, 고분자의 분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결

정화 속도로 인해 섬유상의 붕괴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점을 이원화 열처리를 통해 성공

적으로 해결하여 보고한 바가 있으며,12) 본 연구에서도

우선적으로 은을 결정화시키기 위해 수소 분위기에서 1

차 열처리를 실시하고, 이후 고분자를 아르곤 분위기에

서 제거함으로써 다양한 직경을 갖는 은 나노섬유의 합

성을 시도하였다. Fig. 3과 4는 각각 150 oC의 수소분위

기에서 1차 열처리를 실시한 나노섬유와 300 oC의 아르

곤 분위기에서 2차 열처리를 실시한 나노섬유의 FE-SEM

분석 결과이다. Fig. 3에서와 같이, 1차 열처리를 통해

얻은 시편은 고분자-금속염 전구체 나노섬유와 같이 종

횡비가 큰 섬유상이었으며, 전구체 나노섬유에서 관찰되

었던 구형의 입자가 모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차 열처리된 나노섬유를 아르곤 분위기에서 300 oC로 2

차 열처리를 실시한 경우에도, 형상의 변화 없이 종횡비

가 수 천 이상인 섬유상으로 확인되었다. 열처리된 나노

섬유의 평균 직경은 1차, 2차 열처리를 거치면서 AgNO3

및 PVP의 분해로 인해 초기 전구체 나노섬유의 평균 직

경보다 점차 감소되었고, 이러한 나노섬유의 직경 변화

를 Fig. 5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열처리 이후에도 전

Fig. 1. The viscosities of precursor solutions for the electrospinning

as a function of PVP content and the diameters of nanofiber

synthesized by the precursor solutions.

Fig. 2. (A-D) High and (E-F) low magnification FE-SEM images of electrospun products with the solutions containing (A, E) 0.7 g, (B,

F) 0.5 g, (C, G) 0.4 g and (D, H) 0.3 g of P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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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나노섬유의 직경에 따라 나노섬유의 직경이 감소되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차 열처리가 완료된 이후, 0.7,

0.5, 0.4 및 0.3 g의 PVP를 이용하여 합성된 나노섬유의

평균직경은 각각 159, 109, 93, 75 nm로 확인되었다. 

Fig. 6은 열처리 전의 나노섬유와 1차 및 2차 열처리

된 나노섬유의 결정 구조를 보여주는 XRD 회절 패턴이

다. 열처리 전의 PVP/AgNO3 나노섬유의 경우, AgNO3

의 결정구조(JCPDS #: 43-0649)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

Fig. 3. FE-SEM images of electrospun nanofibers with the solutions containing (A) 0.7 g, (B) 0.5 g, (C) 0.4 g and (D) 0.3 g of PVP after

a thermal treatment at 150
o
C for 30 min in H2. 

Fig. 4. FE-SEM images of electrospun nanofibers with the solutions containing (A) 0.7 g, (B) 0.5 g, (C) 0.4 g and (D) 0.3 g of PVP after

thermal treatment at 300 oC for 3 h in Ar.



은 나노섬유의 직경제어 합성 및 투명전극 응용 연구 541

었다(Fig. 6A). 수소분위기에서의 1차 열처리 이후에는

AgNO3의 회절 패턴은 사라졌으며, 은(JCPDS #: 65-

2871)의 회절패턴이 관찰되어 다음 식 (1)의 화학반응과

같이 AgNO3가 분해되고, 은이 결정화된 것을 알 수 있

다(Fig. 6B). 은의 온전한 회절패턴은 PVP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한 2차 열처리 이후에도 관찰되었으며, 나노섬

유의 직경 차이에 따른 결정구조의 변화는 없었다(Fig.

6C-F). 또한 은을 제외한 다른 이차상은 관찰되지 않았

고, 합성된 나노섬유는 순수한 은으로 확인되었다. 

2AgNO3 + H2= 2Ag + 2HNO3 (1)

 (2)

제조된 나노섬유를 구성하는 결정입자의 크기는 X-선

회절 패턴의 반가폭을 이용하여 식 (2)의 Scherrer eq.을

통해 계산하였다. 식 (2)의 λ는 Cu 타겟의 파장 1.5406

Å이고, B는 주 피크의 반가폭, θ는 피크의 각도를 나

타낸다. Scherrer 식을 통해 계산한 결과, 1차 열처리된

경우에 약 11 nm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결정입자는 2차

열처리를 통해 성장하여 최종적으로 약 25 nm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Fig. 7은 다양한 직경을 갖는 은 나노섬유를 이용하여

제작된 투명전극의 투과율와 면 저항을 보여주며, 각 샘

플은 전기방사 시간을 4분에서 8분까지 변화시켜 제작

하였다. 투명전극을 다양한 광전자 소자에 적용하기 위

해서는 높은 가시광 투과도(transparency)와 낮은 면 저

항(sheet resistance)을 동시에 만족해야한다. 전술한 per-

colation 이론에 따라, 종횡비가 큰 전도성 재료를 사용

할 때, 동일한 부피 비에서 더욱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은 나노섬유 기반의 투명전극에서도

나노섬유의 직경이 감소될수록(큰 종횡비) 동일한 부피

비에서 더욱 우수한 전기적 특성의 발현이 가능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나노섬유의 부피 비는 투과율

로, 전기적 특성은 면 저항으로 간주할 수 있다. Fig. 7

로부터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은 나노섬유의 직

경이 감소할수록 동일한 투과율에서 낮은 면 저항을 그

리고 동일한 면 저항에서는 높은 투과율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즉, 투명전극을 구성하는 은 나노섬유의 부피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동일한 투과율), 작은 직경을 갖는

은 나노섬유가 큰 직경을 갖는 나노섬유에 비해 섬유 간

에 접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이를 통해 투

d
0.9λ

B θcos
----------------=

Fig. 5. Graph showing the variation in average diameters for

electrospun nanofibers as a function of PVP contents and thermal

treatment processes.

Fig. 6.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electrospun nanofibers (A)

before and (B-F) after thermal treatment; (B) 1
st
 treatment at

150 oC in H2 for 30 min and (C-F) 2nd treatment at 300 oC in Ar

for 3 h. The nanofibers were synthesized with the solutions con-

taining PVP of (A-C) 0.3 g, (D) 0.4 g, (E) 0.5 g and (F) 0.7 g.

Fig. 7. Optical transparency vs sheet resistance for silver nanofibers

deposited on a glass substrate as a function of the diameters of the

silver nano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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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전극은 더욱 낮은 면 저항을 갖게 된다. 또한 동일한

면 저항을 발현하기 위해 필요한 나노섬유의 부피 비가

나노섬유의 직경이 작아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더욱 높

은 투과율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명전극은 약 80 % 이상의 투과율과 500 Ω/□ 이하의

면 저항이 요구되며, 은 나노섬유(평균 직경: 75, 93, 109

nm)를 이용하여 제작된 일부 투명전극이 이러한 특성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직경이 감소할수록 더욱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전기방사법과 이원화 열처리 공정을 이용하여 직경이

제어된 은 나노섬유를 합성하였다. 전구체 나노섬유의 직

경은 전구체 용액 내의 고분자 농도를 변화시켜 다양한

점도를 갖는 용액을 제조하여 제어하였고, 수소와 아르

곤 분위기에서의 연속적인 열처리를 통해 AgNO3의 분

해 및 은의 결정화를 유도하고, 최종적으로 고분자를 제

거함으로써 각각 159, 109, 93, 75 nm의 평균 직경과 수

천 이상의 종횡비를 갖는 은 나노섬유를 제조하였다. 이

와 같이 제조된 은 나노섬유를 이용하여 제작된 투명전

극의 투과율 및 면 저항은 은 나노섬유의 직경이 감소

할수록 높은 투과율과 낮은 면 저항을 동시에 만족하였

으며, 특히 평균 직경이 75 nm인 은 나노섬유를 이용한

경우, 약 300 Ω/□의 면 저항과 87 %의 광 투과도, 그

리고 약 730 Ω/□의 면 저항과 93 %의 광 투과도를 나

타내어 다양한 광전자소자의 투명전극으로 응용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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