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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a, 이승훈

a, 김도근
a,*

a

재료연구소 표면기술연구본부 플라즈마공정연구실

Fabrications of Silver Nanowire/NiO Based High Thermal-Resistance 

Hybrid Transparent Electrode

Sunghoon Junga, Seunghun Leea, and Do-Geun Kima,*

aPlasma Processing Technology Department, 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797 Changwondaero, 

Changwon, Gyoungnam 51508, Korea

(Received December 8, 2017 ; revised December 22, 2017 ; accepted December 22, 2017)

Abstract

Silver nanowire (AgNW) transparent electrode is one of next generations of flexible and transparent electrode.
The electrode shows high conductivity and high transparency comparable to ITO. However, the electrode
is weak against heat. The wires are separated into nanodots at temperature above 200oC. It causes the electrical
resistance increase. Moreover, it is vulnerable to oxygen and moisture in the atmosphere. The improvement
of thermal and moisture resistance of silver nanowire transparent electrode is the most important for com-
mercializing. We proposed silver nanowires transparent electrode which is capped with very thin nickel oxide
layer. The nickel oxide layer is five nanometers of thickness, but the heat and moisture resistance of the
transparent electrode is effectively improved. The AgNW/NiO electrode can endure at 300

oC of temperature
for 30 minutes, and resistance is not increased for 180 hours at 85oC of temperature and 85% of relative
humidity. We showed an applications of transparent and flexible heater using the electrode, the heater is
operated more than 180oC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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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ndium-tin-oxide (ITO) 투명전극은 현재 상용화되

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투명전극이다. 하지만

인듐의 고갈과 낮은 유연성으로 인해 이를 대체하

기 위한 유연 투명전극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양한

유연 투명전극 후보 중 은나노선 기반의 투명전극

은 높은 전도도를 가진 은을 높은 종횡비의 1차원

나노선으로 성장을 시킨 후, 그 것을 무작위로 분

포한 형태이다[1]. 이는 ITO와 유사한 투과도와 면

저항을 가지고 있고, 높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차

세대 유연 투명전극으로써 주목 받고 있고 많은 연

구자들이 은나노선을 활용하여 유연태양전지, 유연

유기발광다이오드, 터치스크린 등을 개발하여, ITO

를 활용한 소자들 수준의 높은 구동 성능을 보였다

[2,3]. 하지만 은나노선은 200oC 이상 온도가 올라

가게 되면, Rayleigh Instability 상태에 의해 다수의

은나노입자로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 열적인 안정성

이 떨어지고, 수분과 산소에 대한 안정성 또한 ITO

에 비해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은나노선

투명전극 제작, 보관 시 수분이 제어된 공간이 필

요하게 되고, 결국 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한,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발열, 대기 중 수분 등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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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200oC

이상의 온도에서 안정하며, 대기 중의 산소와 수분

에 안정한 은나노선 투명전극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성이 높은 물질을 은

나노선 상단에 오버코팅을 하는 방법이 많이 도입

이 되었다. Y. Yang 연구팀은 TiO2 Sol-gel 물질을

은나노선 상단에 오버코팅을 하여 300oC 이상에서

견디는 은나노선 투명전극을 개발하였다[4]. 열적

안정성은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으나, 100 nm

이상의 두꺼운 TiO2 층의 도입은 전극의 유연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 본 연구팀에서는 은나노선 상 그

래핀 옥사이드를 형성하여 안정성이 향상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5]. 그래핀 옥사이드 형성을 통

해 대기 중의 수분, 산소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

고 나노선 사이의 결합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래핀 옥사이드는 비전도체이

기 때문에 환원 공정이 필요하게 되고, 환원을 하

게 되면 전극의 투과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J.-

W. Kim 연구팀은 은나노선을 폴리이미드 기판에

함입시켜 고온특성을 향상시키고 히터를 구동시킨

연구결과를 선보였다[6]. 기판에 함입되어 온도가

올라가도 나노선의 끊어짐이 발생하지 않아 150oC

에서 히터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투명히터는 자동차 유리의 성애 방지, 발열 유리

창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될 수 있다. 기존에는

FTO, ITO 전극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으나 ITO

와 FTO는 유연성이 낮기 때문에 적용처에 제한이

생긴다. 반면, 은나노선은 높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

으나 내열성, 내습성이 낮아 히터 활용에 있어 발

열 온도의 한계가 존재한다. Ni 산화물은 녹는점이

상압에서 1900oC 이상으로 매우 높아 열적으로 안

정하고, 수분과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다. 은나노선

상 Ni 산화물을 형성하면 고온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대기 중의 수분, 산소에 대한 저항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박막의 두께가 얇을수록 유연성

이 증가하기 때문에 Ni 산화물 층을 수 나노미터

의 두께로 얇게 형성하게 되면 유연성에 크게 영향

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7]. Sol-gel

을 활용한 용액 공정으로 Ni 산화물 층을 형성하

면 수 나노미터급의 얇은 두께를 얻기 어렵고, 500oC

이상의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8]. 산소 플라즈마를

활용한 Reactive 스퍼터링을 통한 Ni 산화물의 증

착은 두께 조절이 매우 용이하나, 산소 플라즈마로

인해 은나노선 층이 산화되어 전기적인 특성이 나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은나노선 상 Ni 산화물 층을

형성하기 위해, 5 nm의 Ni 박막을 스퍼터를 통해

형성하고, 이를 산소 이온빔을 통해 산화시켜 매우

얇은 표면 Ni 산화막을 형성할 수 있었다. 본 연구

팀에서 개발한 선형 이온빔 소스는 전극에 인가한

전압이 선형적으로 이온의 에너지를 결정하게 된고,

이로인해 에너지 제어가 용이하다. 따라서 이는 일

반적인 Glow Discharge 방식의 플라즈마에 비해 에

너지가 제어된 이온의 함량이 높아 공정 제어가 용

이하다[9,10]. 에너지 제어된 산소 이온빔을 활용하

여 얇은 Ni 박막을 효율적으로 산화시킬 수 있었

다. 은나노선/NiO 투명전극을 활용하여 제작한 은

나노선/NiO 투명전극은 내열성과 대기 중 안정성

이 일반 은나노선에 비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투명히터에 적용한 결

과, 은나노선만 단독으로 활용한 투명히터에 비해

높은 온도에서 구동함을 확인하였다.

2. 실험방법

그림 1은 전극 제작 공정을 보인다. 은나노선 투

명전극은 UV-오존 표면처리를 통해 친수성으로 개

질한 Polyestersulone (PES)와 유리 기판 상에 0.1

wt.%의 은나노선 분산 용액 (에이든)을 2000 rpm

의 스핀코팅 방법을 통해 형성하였다. 형성한 은나

노선 투명전극의 용매를 증발시키기 위해 100oC의

핫플레이트에서 10 분간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열

처리가 완료된 은 나노선 투명전극을 진공챔버로

옮겨 Ni 스퍼터를 통해 Ni 박막을 5 nm 두께로 형

성하였다. Ni 스퍼터는 1.0 × 10-5 torr의 Base

Fig. 1. The schematics of manufacturing process for AgNW/NiO transparent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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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에서 30 sccm 유량의 아르곤 가스를 주입

하였고, 100W의 전력을 인가하여 20초간 수행하였

다. Ni 스퍼터 후 플라즈마를 통한 산화 공정을 수

행했고, 산소 유량 30 sccm, 1.0 kV의 전압 하에서

산화를 수행하였다.

제작한 전극의 면저항은 4 Point Probe (RSP-

2400, Dasol ENG)를 통해 측정하였고, UV-Visible

Spectrophotometer (Cary 5000, Varian)를 활용하여

전극의 투과도를 확인하였다. 환경 안정성을 확인

하기 위해 85oC, 85%의 항온항습 조건에서 시간에

따라 저항을 측정하였다. 열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리기판 상 형성된 은나노선 투명전극을

200oC, 250oC, 300oC의 오븐 내에서 30분간 열처리

를 수행 후 저항 측정을 하였다.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통해 제작한 투명전극의 표면

을 관찰할 수 있었다.

PES 기판 상 형성한 은나노선/NiO 투명전극을 활

용하여 50 × 50 mm2 크기의 유연 투명히터를 제작

하였고, 전압에 따른 제작한 전극의 온도 변화를 관

찰하여 투명히터의 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2는 제작한 은나노선/Ni 투명전극의 산화 공

정 시간에 따른 저항과 투과도 변화 그래프이다. 은

나노선 투명전극을 형성 후 상부에 니켈을 증착하

기 전의 면저항은 54.7 Ω/□, 투과도는 86.9%를 보

인다. 은나노선 투명전극 상 5 nm 두께의 Ni 박막

을 형성하면, 면저항은 30.7 Ω/□ 로 낮아지고, 투

과도는 45.4%로 낮아진다. 은나노선 상부에 형성된

금속성의 Ni 박막으로 인해 은나노선 사이의 접촉

저항이 낮아지고, 전자가 원활히 흐를 수 있어 전

기적 특성이 향상되었고, 낮은 투과도의 Ni 박막으

로 인해 투과도가 급격히 감소했음을 추측할 수 있

다. 은나노선/Ni 투명전극의 산화 시간에 따른 저

항 변화를 살펴보면 산화시간 8분일 때 55.0 Ω/□

까지 저항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산화

시간 8분이 넘어가면 저항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10

분일 때 105.2 Ω/□, 12분일 때 1644.7 Ω/□으로 저

항이 커지게 된다. 산화시간에 따른 전극의 투과도

변화를 살펴보면 산화시간의 증가에 따라 투과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5분 산화 후 59.1%의 투

과도를 보이고, 8분 산화 후에는 79.8%, 10분 후에

는 84.2%까지 향상되는 모습을 보인다. 투명전극의

투과도와 면저항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요소 중

의 하나인 Dc to Optical Conductivity는 아래 수식

과 같이 정의되고, 여기서 Rs는 면저항, T는 550 nm

에서의 투과도를 나타낸다[1].

Dc to Optical Conductivity = 188.5 / (R
s
 · (T(-1/2)

−1))

식 1을 통해 구한 Dc to Optical Conductivity 값

은 Ni 증착 전의 은나노선 투명전극이 47.4를 보이

고 Ni만 형성한 직후에는 12.7로 낮아진다. 플라즈

마 산화처리를 수행한 은나노선/NiO 전극은 처리

시간 8분까지는 이 값이 28.6까지 높아지고, 처리

시간이 10분 이상으로 길어지면 급격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산화시간 8분에서 가장

높은 투명전극으로써의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은나노선/NiO 투명전극의 내열성을 확인하기 위

해 유리기판 은나노선 전극을 형성하였고, 상부에

Ni 5 nm 스퍼터, 8분 산화처리를 한 전극을 제작하

였다. 이를 200oC, 250oC, 300oC에서 30분간 열처

리를 수행 후 저항을 측정한 결과는 표1에 나타나

있다. 비교를 위해 은나노선만 단독으로 활용한 전

극을 사용하였다. 200oC 열처리 수행한 결과는 은

나노선 투명전극은 면저항이 0.5 Ω/□ 높아지는 모

습을 보였고, 은나노선/NiO 투명전극은 면저항이

Fig. 2. Sheet resistance, transmittance and dc to
optical conductivity of AgNW/NiO electrode with
oxidation time.

Table 1. Sheet resistance of AgNW and AgNW/NiO after heat treatment for 30 minutes

Sheet Resistance (Ω/□)

25oC 200oC 250oC 300oC

AgNW 30.7 31.2 4800 > 106

AgNW / NiO 54.7 52.1 56.8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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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Ω/□로 낮아졌다. 250oC 에서 열처리를 수행하

게 되면 은나노선 투명전극은 저항이 4800 Ω/□,

300oC에서 열처리 수행을 하게 되면 저항이 106 Ω/

□ 보다 커지게 된다. 반면 은나노선/NiO 투명전극

은 250oC 열처리 수행 후 56.8 Ω/□, 300oC 열처리

수행 후 58.9 Ω/□로 저항 변화가 초기 값의 10%

이내로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300oC

열처리 수행 후의 SEM 사진으로, 은나노선 투명전

극은 나노선이 끊어지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나, 은

나노선/NiO 투명전극은 나노선의 끊어짐이 관찰되

지 않았다. Ni 산화물은 1000oC 이상에서도 안정한

물질로 알려져 있고, 은나노선 상단에 형성됨으로

써 Rayleigh Instability 현상을 억제하여, 은나노선

의 끊어짐을 방지해주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300oC

에서도 안정한 은나노선/NiO 투명전극을 얻을 수

있었다.

Ni 산화물은 내열성이 우수함과 동시에 수분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산화물이기에 대기 중의 산

소와 반응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

기 중에서의 안정성의 향상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

를 확인하기 위해 85oC, 85%의 고온 다습한 환경

에서의 저항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림 4는 시간에

따른 저항 변화율을 나타낸다. 은나노선 투명전극

은 초기부터 급격하게 저항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

인다. 3시간 후 저항이 10%이상 높아졌고, 100시

간 후에 40% 이상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은나노선/NiO 투명전극은 10% 정도 저항이 낮아졌

다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3시간 후 0.85% 저

항이 낮아졌고, 23시간 후 11.5% 저항이 낮아졌음

을 알 수 있다. 약 180 시간 후에 초기 저항과 유

사한 모습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저항이 10% 높아

진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은나노선 투명전극은 3시

간, 은나노선/NiO 투명전극은 약 290시간 정도로

안정성의 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NiO

가 대기중 수분, 산소에 안정하고, 내열성 또한 강

하기 때문에 수분과 산소로 인한 은나노선 투명전

극의 손상을 방지해주기 때문이다.

내열성이 향상된 은나노선/NiO 투명전극을 활용

해 유연한 투명히터를 제작하여 특성 평가를 수행

하였다. 투명히터의 면적은 50 × 50 mm2 이고 PES

기판 상 제작하였다. 그림 5a는 투명히터의 전압에

따른 구동 특성을 나타낸다. 120초간 전압을 인가

하고, 60초간 전압을 인가하지 않는 상태를 주면서

온도 측정을 하였다. 그래프 상 점선은 은나노선 투

명전극을 활용한 히터의 결과이고, 실선은 은나노

선/NiO 투명전극을 활용한 히터의 결과이다. 은나

노선 투명전극을 활용한 히터는 6V, 히팅 온도

106oC 까지는 문제없이 잘 작동함을 보인다. 하지

만 8V가 되면 전압을 인가함에도 온도가 급격히 떨

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은나노선 투명전극이

손상되기 때문이고 손상된 투명전극의 SEM 사진

은 그림 5c에 나타나 있다. 앞서 은나노선 투명전

극은 200oC 열처리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

은 결과를 보였었으나, 히터에서는 145oC에서 전극

이 손상이 발생하는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은나노

선 투명전극의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은

나노선 투명전극은 미시적으로 각각의 나노선과 나

노선 사이의 접합부가 저항이 균일하지 않다. 특히

나노선 사이의 접합부에서는 전류는 동일하나 접촉

저항이 크고, 저항에서의 전력손실로 인한 열발생

은 전류와 저항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접촉부

에서 열이 더 높게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각

의 나노선 사이의 접합부에서 우선적으로 끊어짐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전체적인 저항 상승으로 이어

져 작동이 멈추게 된다. 은나노선/NiO 투명전극을

활용한 투명히터는 은나노선 투명전극을 사용한 투

Fig. 3. SEM images of the AgNW electrode (left) and
AgNW/NiO electrode (right) after 300oC heat
treatment for 30 minutes

Fig. 4. Resistance change rate of the AgNW and AgNW/

NiO electrode at 85oC of temperature and 85% of

relative humidity.



490 정성훈 외/한국표면공학회 50 (2017) 486-491

명히터에 비해 높은 전압까지 작동하는 모습을 보

인다. 인가전압 10V, 작동온도 182oC까지 문제가 없

고, 인가전압 10.5V, 작동온도 188oC에서 온도가 급

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앞서 은나노선/NiO

투명전극은 300oC에서 30분 이상의 열처리에서 저

항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히터에

서는 188oC 에서 전극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림

5b는 손상된 전극의 SEM 사진이고, 전극 사이에

균열이 생겨서 나노선이 끊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그림 5c의 나노선이 뭉침으로 인

해 끊어진 현상과는 명백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은

나노선/NiO 투명전극의 균열이 발생한 원인은 PES

기판과 Ag 사이의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원인이 된

다. Ag의 열팽창 계수는 25oC에서 18.9 μm·m-1·K-1

이고 PES 기판은 약 50 μm·m-1·K-1으로 알려져 있

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발생하는 PES 열 팽창을

수십 나노미터 굵기의 Ag가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

기 때문이다. 은나노선에서 열발생으로 인해 끊어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팽창계수가 은과 비슷하

고, 고온에서 견디는 기판을 사용하면 더 높은 온

도에서 구동하는 투명히터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은나노선 투명전극 상 얇은 Ni 박

막을 형성하고, 이를 산화시켜 고온 안정성이 비약

적으로 향상된 은나노선/NiO 투명전극을 제작할 수

있었다. 아주 얇은 Ni 산화물 박막 형성을 통해 250oC

이상의 온도에서 은나노선 상 발생하는 Rayleigh

Instability 상태를 억제할 수 있었고, 대기 중 수분과

산소로 인한 전극의 손상 또한 방지할 수 있었다. Dc

to Optical Conductivity는 은나노선만 단독으로 사용

한 투명전극에 비해 부족하나, 내열성과 환경적인 안

정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결과를 보였고 이는 은나

노선 투명전극의 상용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개발

한 은나노선/NiO 투명전극을 투명히터에 적용한 결

과를 통해 기존의 은나노선 투명전극만을 활용한 것

보다 높은 안정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188oC까지 작동하는 은나노선/NiO 투명전극을 활

용한 투명히터를 개발할 수 있었고, 향후 PES보다 투

명히터에 적합한 기판 소재의 개발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투명히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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