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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Indium Tin Oxide (ITO)를 대체하기 위해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AgNW 투명전극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으나, AgNW의 경우 기존 용액공정을 활용한 분산과 코팅으로 AgNW의 네트워크 형성시 접촉에 대한 문제점으

로 전기적으로 균일한 면저항을 얻기 어려운 단점이 잘 알려져 있다. 또한 AgNW의 분산성을 위해 첨가된 절연체인 바인

더에 의해 수분에 취악하고 또한 열적으로 매우 불안한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를 활용하여 AgNW에 존재하는 바인더를 화학적, 물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환경적, 

열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더불어 AgNW에 내산화성이 우수한 부가적인 박막을 형성함으로 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도 안정한 AgNW 투명전극 소재를 개발할 수 있었다. 

1. 서론 

 Solar cells,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OLED), Touch Panels 등과 같은 유연정보전자소자의 급증에 따라, 고융연 투

명전극에 대한 연구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존 투명전극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Indium Tin Oxide 

(ITO)는 높은 투과도와 낮은 면저항을 가지지만 유연한 디바이스에 적용하기에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 ITO를 대체할 수 있는 CNT, Graphene, AgNW, 전도성 고분자 등의 투명전극 등이 차세대 투명전극으로 각

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CNT, Grapene, 전도성 고분자는 여전히 전기적 특성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차세대 투명전극으로 

사용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반면 AgNW는 용액공정으로 제조 단가가 비교적 저렴하며, 높은 전기전도도 특

성을 가지는 투명전극으로 잘 알려져 있다. AgNW는 나노와이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높은 전도성과 광 투과도를 

가지지만, 나노와이어 간의 nanogap junction으로 인한 높은 접촉저항의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AgNW의 접촉저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즈마를 활용하여 AgNW에 존재하는 바인더를 화학적, 물리

적으로 제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플라즈마 표면처리가 된 AgNW에 대해서 환경적, 열적 안정성 특성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플라즈마 표면처리를 통해 전기적 저항이 60%이상 향상됨을 확인하였고, 기판내 균일도 또한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AgNW에 내산화성이 우수한 부가적인 박막을 형성함으로 3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안정한 AgNW 투명

전극 소재 개발을 통해 고온공정이 요구되는 소자 및 투명히터에 대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유연한 PET 기판과 유리 기판에 대해 스프레이 코팅 방법으로 AgNW를 코팅하였고, 진공 상태에서  

AgNW 투명전극에 대한 플라즈마 표면처리를 수행하였다. 플라즈마 표면처리를 위해 KIMS에서 개발한 선형이온소스를 활

용하였다.        

Table 1. Resistance change of the samples after various plasma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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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ate of resistance changes of AgNW before and after thermal and plasma treatment

     

Fig. 3. Thermal stability behaviors of the samples (AgNW, AgNW/PEDOT, AgNW/KIMS buffer) and Transparent heater 

using AgNW/KIMS buffer sample

3. 결론  

 AgNW의 접촉저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즈마를 활용하여 AgNW에 존재하는 바인더를 화학적, 물리적으로 제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플라즈마 표면처리가 된 AgNW에 대해서 환경적, 열적 안정성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플라즈마 표면처리를 통해 전기적 저항이 60%이상 향상됨을 확인하였고, 기판내 균일도 또한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AgNW에 내산화성이 우수한 부가적인 박막을 형성함으로 3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안정한 AgNW 투명전극 소재 개발을 

통해 고온공정이 요구되는 소자 및 투명히터에 대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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