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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개발이 가속화 되

면서 유연 전자소자의 저온, 저가 생산 기술의 

개발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주요 기술로 대

두되고 있다. 유연 전자소자의 제작은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의 사용을 기본 전제로 이루어

지므로, 그 위에 도포되는 전자소재는 플라스

틱 기판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200℃ 이

하의 낮은 온도에서 공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유연 전자소자 제조 공

정은 기존의 광식각과 열처리를 기반으로 하

는 공정 대신 인쇄/소결 2단계 공정으로 공정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에 따라 유연 전자소자 연구개발은 저온 소성

(sintering) 이 가능한 나노전자잉크의 개발과 

함께, 이들 소재의 초고속 고효율 소성기술의 

개발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본 기고에서는 최근 저온, 초고속, 대면적 소

성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intense pulsed light  

(IPL)을 이용한 광소결 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본 기고에는 다양한 나노 소재의 구조제어를 

위해 IPL 이 활용된 예와 관련 문헌 정보를 포

함하여, 다양한 전자소재 연구자들에게 관련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Intense pulsed light (IPL)은 그림 1(a)와 같

은 400~1,200 nm의 넓은 파장 스펙트럼을 가

지는 제논 플래시 램프(xenon flash lamp)를 이

용하여 100분의 1초(millisecond) 단위로 짧고 

강한 펄스 광을 의미한다. 플래시 램프의 파장

은 램프에 인가해주는 전압에 따라 그림 1(a)

와 같이 달라질 수 있다. 노광 면적이 작고 하

나의 파장을 사용하는 레이져 소성 기술과 달

리 IPL은 대면적으로 다파장의 빛을 조사하므

로 다양한 크기 분포를 가져 흡광/열방출 특성

이 불균일한 나노 소재를 한번에 소성시킬 수 

있으며, 고강도로 짧은 펄스를 노광하여 샘플 

표면을 선택적으로 가열할 수 있어 유연기판

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IPL 소성장치는 

그림 1(b)와 같이 제논 플래시 램프와 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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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or), 펄스제어를 위한 캐패시터(capaci-

tor)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광 면적은 

램프의 크기와 기판과의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PL 펄스 제어 인자는 그림 1(c) 와 같

이 펄스 지속시간(pulse duration time)과 휴지

기(free-temporal time), 인가전압, 펄스 개수 

등이 있으며, 소재와 기판에 따라 최적 펄스 조

건이 달라질 수 있다. 

IPL을 이용한 광소결은 금속 입자의 소성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

나, 최근에는 최근 IPL을 다양한 전자소재에  

적용한 사례가 발표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금

속 소재에서부터 나노탄소, 세라믹, 고분자 소

재에 까지 IPL 광소결을 통한 나노 구조 제어 

효과를 소개한다.

2. 금속 전도성 잉크

2.1 구리 나노 소재 

2.1.1 구리 나노 입자(copper nano particle)

IPL 광소결은 구리 나노 입자의 소결효과가 

보고되면서 인쇄 전자 분야에서 특히 주목받

고 있다. 구리 나노 소재는 기존 은 기반 전도

성 잉크에 비해 원자재 가격이 저렴하여 대면

적 대량 생산을 기대하는 인쇄 전자용 전도성 

잉크로 적합하다. 그러나 구리 나노 소재는 은

에 비해 대기 중에서 쉽게 산화되어 전도도가 

저하될 수 있어 소성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대

부분의 구리 나노 입자는 그림 2와 같이 열역

학적으로 안정한 얇은 산화막으로 덮인 코어-

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리 나노 입자의 IPL 광소결은 millisecond 안

에 구리 나노 입자에 급속히 열을 발생시켜 기

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구리 나노 입자

의 oxide shell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2].

대표적인 예로서, 그림 3은 IPL 조사 에너지에 

따른 구리 나노 입자 잉크의 모폴로지와 저항

의 변화를 보여준다. IPL 조사 에너지가 40 Jcm-2  

이상일 때 구리 나노 입자의 응집이 뚜렷하게 

관찰되며, 잉크의 저항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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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b) IPL 소성장치 모식도, (c) 펄스 인자 모식도. Re 

 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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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개발이 가속화 되

면서 유연 전자소자의 저온, 저가 생산 기술의 

개발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주요 기술로 대

두되고 있다. 유연 전자소자의 제작은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의 사용을 기본 전제로 이루어

지므로, 그 위에 도포되는 전자소재는 플라스

틱 기판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200℃ 이

하의 낮은 온도에서 공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유연 전자소자 제조 공

정은 기존의 광식각과 열처리를 기반으로 하

는 공정 대신 인쇄/소결 2단계 공정으로 공정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에 따라 유연 전자소자 연구개발은 저온 소성

(sintering) 이 가능한 나노전자잉크의 개발과 

함께, 이들 소재의 초고속 고효율 소성기술의 

개발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본 기고에서는 최근 저온, 초고속, 대면적 소

성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intense pulsed light  

(IPL)을 이용한 광소결 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본 기고에는 다양한 나노 소재의 구조제어를 

위해 IPL 이 활용된 예와 관련 문헌 정보를 포

함하여, 다양한 전자소재 연구자들에게 관련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Intense pulsed light (IPL)은 그림 1(a)와 같

은 400~1,200 nm의 넓은 파장 스펙트럼을 가

지는 제논 플래시 램프(xenon flash lamp)를 이

용하여 100분의 1초(millisecond) 단위로 짧고 

강한 펄스 광을 의미한다. 플래시 램프의 파장

은 램프에 인가해주는 전압에 따라 그림 1(a)

와 같이 달라질 수 있다. 노광 면적이 작고 하

나의 파장을 사용하는 레이져 소성 기술과 달

리 IPL은 대면적으로 다파장의 빛을 조사하므

로 다양한 크기 분포를 가져 흡광/열방출 특성

이 불균일한 나노 소재를 한번에 소성시킬 수 

있으며, 고강도로 짧은 펄스를 노광하여 샘플 

표면을 선택적으로 가열할 수 있어 유연기판

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IPL 소성장치는 

그림 1(b)와 같이 제논 플래시 램프와 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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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or), 펄스제어를 위한 캐패시터(capaci-

tor)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광 면적은 

램프의 크기와 기판과의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PL 펄스 제어 인자는 그림 1(c) 와 같

이 펄스 지속시간(pulse duration time)과 휴지

기(free-temporal time), 인가전압, 펄스 개수 

등이 있으며, 소재와 기판에 따라 최적 펄스 조

건이 달라질 수 있다. 

IPL을 이용한 광소결은 금속 입자의 소성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

나, 최근에는 최근 IPL을 다양한 전자소재에  

적용한 사례가 발표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금

속 소재에서부터 나노탄소, 세라믹, 고분자 소

재에 까지 IPL 광소결을 통한 나노 구조 제어 

효과를 소개한다.

2. 금속 전도성 잉크

2.1 구리 나노 소재 

2.1.1 구리 나노 입자(copper nano particle)

IPL 광소결은 구리 나노 입자의 소결효과가 

보고되면서 인쇄 전자 분야에서 특히 주목받

고 있다. 구리 나노 소재는 기존 은 기반 전도

성 잉크에 비해 원자재 가격이 저렴하여 대면

적 대량 생산을 기대하는 인쇄 전자용 전도성 

잉크로 적합하다. 그러나 구리 나노 소재는 은

에 비해 대기 중에서 쉽게 산화되어 전도도가 

저하될 수 있어 소성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대

부분의 구리 나노 입자는 그림 2와 같이 열역

학적으로 안정한 얇은 산화막으로 덮인 코어-

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리 나노 입자의 IPL 광소결은 millisecond 안

에 구리 나노 입자에 급속히 열을 발생시켜 기

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구리 나노 입자

의 oxide shell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2].

대표적인 예로서, 그림 3은 IPL 조사 에너지에 

따른 구리 나노 입자 잉크의 모폴로지와 저항

의 변화를 보여준다. IPL 조사 에너지가 40 Jcm-2  

이상일 때 구리 나노 입자의 응집이 뚜렷하게 

관찰되며, 잉크의 저항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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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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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3]. 앞서 언급한 IPL 조사 에너지

는 나노 입자의 크기와 열전도율, 기판의 종류

에 따라 최적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IPL 광소결 과정에서 구리 나노 입자의 산

화막이 효과적으로 환원되는 현상이 발견

되었으며, 이는 환원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구리 나노 입자 잉크를 제조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poly(N-vinyl pyrrol-

idone) (PVP)는  IPL 광소결 과정에서 1차, 2차 

알콜과 carboxly acid 또는 acetic acid로 변화

하게 하면서, 구리 산화막을 환원시키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4-7].

2.1.2 구리 나노와이어(copper nano-wire)

나노 입자와 유사하게, 구리 나노와이어 

(copper nano-wires)의 접촉부 용접(welding)

에도 IPL 광소결이 효과적일 수 있다. 금속 나

노와이어기반 잉크 패턴은 나노 입자에 비해 

전도성과 반복적인 stretching-releasing cycle

에도 안정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은 나노와이

어는 비싸고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elec-

tromigration으로 인해 쉽게 녹고 부서지게 되

어 실제적인 응용을 어렵게 한다 [8]. 대조적으

로 구리 나노와이어는 저렴하고 유사한 전기

적 특성을 가진다. 그림 4는 구리 나노와이어

를 폴리우레탄(poly-urethane; PU) 기판 위에 

스프레이 코팅한 후 IPL을 조사하면, 기판의 손

상이 나노와이어 접합부의 welding이 일어나

는 것을 보여준다 [9-12]. 이때 구리나노와이어

의 표면에 있는 산화층의 산소를 제거함으로 

높은 전도성의 금속성 메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IPL 광소결 과정에서 PU 기판에 나

노와이어가 파묻히면서 기판과의 접합강도가 

증가된다. 이렇게 IPL광소결 처리한 구리 나노

와이어는 수 Ω sq-1로 낮은 면저항을 보여주

며, 50% stretching 후에도 전기전도성을 가지

고 있다. 

2.1.3 구리 염(copper salts)

나노 입자 또는 나노와이어는 높은 전도도를 

가지지만 용액에 분산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구리 이온 기반의 잉크는 금속성 입자가 없어 

고분산성을 가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온

도에서 입자로의 환원/소결이 가능하므로 유

연전자소자의 전도성 잉크로 더욱 적합할 수 

있다. [13] 

구리 이온잉크는 구리 전구체를 용매에 녹여 

구성할 수 있으며, 예로써, DI water에 copper 

hydroxide와 ammonium hydroxide를 용해시

켜 제작할 수 있다 [14,15]. 그림 5는 구리이온

잉크를 이용하여 간단히 펜(pen)에 잉크를 채

워 넣는 방식으로 직접 인쇄가 가능함을 보여

준다. [13] 패턴 된 구리이온 잉크에 40.6 Jcm-2

의 에너지를 가지는 IPL을 조사하면, 파란색 

잉크 패턴이 구리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IPL 광소결 과정에서 유기물질은 연

소되고, 구리의 핵화로 서로가 연결이 되어 소

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속 이온 잉크는 저

항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유기 분산제를 사

용하지 않아 5.27 μΩ cm 정도로 낮은 저항을 

나타낼 수 있다. 전기전도성이 우수하다. 이러

한 종류의 잉크는 비용을 감소시킴으로 roller-

pen, 잉크젯 프린팅 그리고 microplotter와 같

은 기술에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2 은 나노 소재

2.2.1 은 나노 입자(silver nano particles)

은 나노 소재는 50 nm보다 입자 사이즈가 작

은 경우 200°C 이하의 온도에서 소결이 가능하

다. 일반적으로 은 나노 입자는 상대적으로 낮

은 녹는점과 공기의 산화에 구리보다 더 큰 저

항성을 가지고 있어 먼저 상용화 된 전도성 소

재이다. IPL 광소결은 패턴된 은 나노잉크의 초

고속 대면적 소결에도 매우 유용하다. 200°C  

이상의 온도에서 오랜 시간을 두어야 하는 전

통적인 열소결에 비해 ms 안에 즉각적으로 은

의 녹는점까지 온도를 올려 은 나노 입자의  

그림 2 ▶  구리 산화껍질과 함께 PVP로 기능화된 구리 나노 입 

 자로 알콜과 산을 만드는 메커니즘 도식.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2].

그림 3 ▶  빛의 세기에 따른 소결된 구리 나노잉크의 (a) 광학 현 

 미경 사진과 (b) 전기적 저항. Reproduced with per 

 mission from ref [3].

a

b

그림 4 ▶  (a) 구리 나노와이어/PU 전도체의 제작과정 도식, PU  

 위 구리 나노와이어 네트워크의 광소결 전(b)과 후(c)의  

 기울여진 SEM 이미지, (d) 광소결된 은 나노와이어전 

 도체의 100번의 bending cycle에 따른 상대적 저항 변 

 화, (e) 0.5 mm/min의 일정한 속도로 stretching함에  

 따른 저항 변화.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9].

a

b c

ed

그림 5 ▶  roller-ball pen을 이용한 이온 잉크가 인쇄된 패턴 (a)  

 PET 기판 (inset : IPL 처리), (b) IPL 처리된 PI 기판, (c)  

 PET 기판(inset : IPL 처리). Reproduced with permis 

 sion from ref [13].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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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3]. 앞서 언급한 IPL 조사 에너지

는 나노 입자의 크기와 열전도율, 기판의 종류

에 따라 최적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IPL 광소결 과정에서 구리 나노 입자의 산

화막이 효과적으로 환원되는 현상이 발견

되었으며, 이는 환원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구리 나노 입자 잉크를 제조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poly(N-vinyl pyrrol-

idone) (PVP)는  IPL 광소결 과정에서 1차, 2차 

알콜과 carboxly acid 또는 acetic acid로 변화

하게 하면서, 구리 산화막을 환원시키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4-7].

2.1.2 구리 나노와이어(copper nano-wire)

나노 입자와 유사하게, 구리 나노와이어 

(copper nano-wires)의 접촉부 용접(welding)

에도 IPL 광소결이 효과적일 수 있다. 금속 나

노와이어기반 잉크 패턴은 나노 입자에 비해 

전도성과 반복적인 stretching-releasing cycle

에도 안정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은 나노와이

어는 비싸고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elec-

tromigration으로 인해 쉽게 녹고 부서지게 되

어 실제적인 응용을 어렵게 한다 [8]. 대조적으

로 구리 나노와이어는 저렴하고 유사한 전기

적 특성을 가진다. 그림 4는 구리 나노와이어

를 폴리우레탄(poly-urethane; PU) 기판 위에 

스프레이 코팅한 후 IPL을 조사하면, 기판의 손

상이 나노와이어 접합부의 welding이 일어나

는 것을 보여준다 [9-12]. 이때 구리나노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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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와이어가 파묻히면서 기판과의 접합강도가 

증가된다. 이렇게 IPL광소결 처리한 구리 나노

와이어는 수 Ω sq-1로 낮은 면저항을 보여주

며, 50% stretching 후에도 전기전도성을 가지

고 있다. 

2.1.3 구리 염(copper salts)

나노 입자 또는 나노와이어는 높은 전도도를 

가지지만 용액에 분산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구리 이온 기반의 잉크는 금속성 입자가 없어 

고분산성을 가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온

도에서 입자로의 환원/소결이 가능하므로 유

연전자소자의 전도성 잉크로 더욱 적합할 수 

있다. [13] 

구리 이온잉크는 구리 전구체를 용매에 녹여 

구성할 수 있으며, 예로써, DI water에 copper 

hydroxide와 ammonium hydroxide를 용해시

켜 제작할 수 있다 [14,15]. 그림 5는 구리이온

잉크를 이용하여 간단히 펜(pen)에 잉크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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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패턴이 구리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IPL 광소결 과정에서 유기물질은 연

소되고, 구리의 핵화로 서로가 연결이 되어 소

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속 이온 잉크는 저

항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유기 분산제를 사

용하지 않아 5.27 μΩ cm 정도로 낮은 저항을 

나타낼 수 있다. 전기전도성이 우수하다. 이러

한 종류의 잉크는 비용을 감소시킴으로 roller-

pen, 잉크젯 프린팅 그리고 microplotter와 같

은 기술에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2 은 나노 소재

2.2.1 은 나노 입자(silver nano particles)

은 나노 소재는 50 nm보다 입자 사이즈가 작

은 경우 200°C 이하의 온도에서 소결이 가능하

다. 일반적으로 은 나노 입자는 상대적으로 낮

은 녹는점과 공기의 산화에 구리보다 더 큰 저

항성을 가지고 있어 먼저 상용화 된 전도성 소

재이다. IPL 광소결은 패턴된 은 나노잉크의 초

고속 대면적 소결에도 매우 유용하다. 200°C  

이상의 온도에서 오랜 시간을 두어야 하는 전

통적인 열소결에 비해 ms 안에 즉각적으로 은

의 녹는점까지 온도를 올려 은 나노 입자의  

그림 2 ▶  구리 산화껍질과 함께 PVP로 기능화된 구리 나노 입 

 자로 알콜과 산을 만드는 메커니즘 도식.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2].

그림 3 ▶  빛의 세기에 따른 소결된 구리 나노잉크의 (a) 광학 현 

 미경 사진과 (b) 전기적 저항. Reproduced with per 

 mission from ref [3].

a

b

그림 4 ▶  (a) 구리 나노와이어/PU 전도체의 제작과정 도식, PU  

 위 구리 나노와이어 네트워크의 광소결 전(b)과 후(c)의  

 기울여진 SEM 이미지, (d) 광소결된 은 나노와이어전 

 도체의 100번의 bending cycle에 따른 상대적 저항 변 

 화, (e) 0.5 mm/min의 일정한 속도로 stretching함에  

 따른 저항 변화.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9].

a

b c

ed

그림 5 ▶  roller-ball pen을 이용한 이온 잉크가 인쇄된 패턴 (a)  

 PET 기판 (inset : IPL 처리), (b) IPL 처리된 PI 기판, (c)  

 PET 기판(inset : IPL 처리). Reproduced with permis 

 sion from ref [13].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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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을 유도할 수 있어 기존 열처리 공정을 대

체할 수 있다. 

그림 6은 잉크젯으로 프린팅된 은 나노 입

자 잉크 패턴의 IPL조사 에너지에 따른 모폴

로지의 변화를 보여준다 [16]. 은 나노 입자는 

40 Jcm-2에서 뭉치기 시작하고 50 Jcm-2의 에너

지에서는 뭉친 입자의 사이즈가 전도성 통로

를 만들기에 충분히 큰 사이즈가 된다. 3개의 

연속적인 IPL로 소결시킨 은패턴의 평균저항

은 49±3 nΩm 으로 이는 RFID tags와 같은 인

쇄 전자에 사용될 정도로 충분히 낮은 값 이다. 

2.2.2 은 나노와이어(silver nano-wires)

구리 나노와이어와 비교하여 은 나노와이어

는 물리적으로 보다 투명하고 튼튼하여 투명 

전극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 1.14  Jcm-2 IPL을 

50 μs 정도 짧게 조사하여도 소결된 은 나노와

이어 메시 필름은 19 Ω sq-1의 낮은 저항과 550 

nm에서 83% 이상 높은 투과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7]. IPL 광소결은 나노

와이어의 접합 부분에 고온이 발생하여 은 나

노와이어를 welding 시키고, 이러한 발열에 의

해 나노와이어와 고분자 기판사이 계면에서 

고분자 기판이  순간적 녹으면서 나노와이어

의 접착력이 향상될 수 있다. 실제 IPL 광소결 

처리된 은 나노와이어필름은 여러 번의 peel-

ing test에도 쉽게 벗겨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17]. 

최근에는 IPL을 이용하여 은 나노와이어 전

도성 전극의 손상부의 치유(healing)가 가능함

이 보고되었다 [18]. Diels-alder crosslinker가 

포함된 PU에 은 나노와이어를 도포한 후, 표면

의 일부를 절개한다. 상기 샘플에 0.66 Jcm-2의 

IPL을 500 μs 조사해주면, 조사하는 펄스의 수

에 따라서 저항은 100 kΩ에서 16±1.8 Ω로 

낮아지게 된다. 이때 은 나노와이어가 IPL 에

너지를 흡수하여 열을 발생시킴에 따라 PU 기

판에서 Diels-alder 반응이 일어나 절개부위가 

다시 붙는 현상을 유도할 수 있다. 

2.3 하이브리드타입 전도성 잉크

구리는 저렴하지만 산화되기 쉽고 은과 금은 

산화에 대한 저향력이 높지만 비싸다는 단점

이 있다 [19,20]. 따라서 두 단점을 상호보완 할 

수 있는 두 물질의 조합을 통해 저렴한 가격을 

확보하면서 산화를 막아 우수한 전도성을 가

지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잉크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로서, one-step wire explosion 방법을 이

용하여 작은 구리 나노 입자들도 감싸진 은 나

노 입자를 제작할 수 있다 [21-23]. 상기 하이브

리드 소재에 10 Jcm-2 IPL 10 ms 펄스를 조사하

면, 소결된 구리/은 하이브리드 필름은 소결된 

순수 은필름(5.3 μΩ cm)보다 낮은 4.06 μΩ 

cm 의 낮은 저항을 보여주었다(그림 8). 순수

한 구리 필름은 100°C 온도에서 2시간 후에 산

화로 인해 저항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소결

된 구리/은 하이브리드 나노잉크 필름은 15시

간이 지나고 나서도 저항의 변화가 없음을 보

여준다.

또한 formic acid, silver nitrate, poly(N-

vinylpyrrolidone)과 diethylene glycol로 처리

된 구리 나노 입자로 구성된 금속 나노 입자

기반 잉크를 활용하면 IPL 소결 특성이 우수

한 구리-은 하이브리드 잉크를 제작할 수 있다 

[24]. Formic acid는 본래의 산화층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포름산으로 인해 구리 

포름산 염으로 변형된 입자는 IPL 조사를 통

해 금속성 구리로 변형이 된다 [19,25-26]. 이

때 질산은을 첨가하면 구리의 산화를 억제하

여 산화에 의한 저항 변화를 낮출 수 있다. 질

산은은 처음에 구리 나노 입자의 표면에 흡수

되었다가 galvanic replacement reaction을 통

하여 최외각 shell에 은을 형성시킨다. 질산은 

없이 IPL로 소결된 구리 필름은 초기에 면저

항을 0.23±0.02 Ω sq-1을 가지지만 180°C로 

60분간의 시간이 지나면 급격하게 저항이 106 

Ω sq-1로 증가한다. 반면 구리 은 하이브리드 

필름은 220°C에서 90분간 열을 가해도 50 Ω 

sq-1 정도로 증가할 뿐 면저항의 큰 변화를 보

이지 않는다. 

그림 6 ▶  은 나노 잉크 패턴의 표면 SEM 이미지 : (a) IPL 조사  

 전, IPL조사를 한 번 (b) 40 Jcm-2, (c) 50 Jcm-2, (d)  

 50 Jcm-2으로 두 번의 연속적 pulse, (e) 50 Jcm-2으 

 로 세 번의 연속적 pulse, (f) 200°C 열적 소결된 이미지.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16].

a b c

d e f

그림 7 ▶  은 나노 잉크 패턴의 표면 SEM 이미지 : (a) IPL 조사  

 전, IPL조사를 한 번 (b) 40 Jcm-2,  (c) 50 Jcm-2, (d)  

 50 Jcm-2으로 두 번의 연속적 pulse,  (e) 50 Jcm-2으 

 로 세 번의 연속적 pulse, (f) 200°C 열적 소결된 이미지.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16].

a

c

b

그림 8 ▶  (a) xenon 램프에 의한 파장 스펙트럼과 구리-은 하이 

 브리드 잉크의 IPL소결 과정 도식, (b) 무게분율과 IPL  

 에너지 함수로써 소결된 구리-은 하이브리드 나노잉크  

 필름의 저항, (c) 순수한 구리필름과 구리-은 하이브리 

 드 필름의 소결 과정에서의 열적안정성.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21].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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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을 유도할 수 있어 기존 열처리 공정을 대

체할 수 있다. 

그림 6은 잉크젯으로 프린팅된 은 나노 입

자 잉크 패턴의 IPL조사 에너지에 따른 모폴

로지의 변화를 보여준다 [16]. 은 나노 입자는 

40 Jcm-2에서 뭉치기 시작하고 50 Jcm-2의 에너

지에서는 뭉친 입자의 사이즈가 전도성 통로

를 만들기에 충분히 큰 사이즈가 된다. 3개의 

연속적인 IPL로 소결시킨 은패턴의 평균저항

은 49±3 nΩm 으로 이는 RFID tags와 같은 인

쇄 전자에 사용될 정도로 충분히 낮은 값 이다. 

2.2.2 은 나노와이어(silver nano-wires)

구리 나노와이어와 비교하여 은 나노와이어

는 물리적으로 보다 투명하고 튼튼하여 투명 

전극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 1.14  Jcm-2 IPL을 

50 μs 정도 짧게 조사하여도 소결된 은 나노와

이어 메시 필름은 19 Ω sq-1의 낮은 저항과 550 

nm에서 83% 이상 높은 투과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7]. IPL 광소결은 나노

와이어의 접합 부분에 고온이 발생하여 은 나

노와이어를 welding 시키고, 이러한 발열에 의

해 나노와이어와 고분자 기판사이 계면에서 

고분자 기판이  순간적 녹으면서 나노와이어

의 접착력이 향상될 수 있다. 실제 IPL 광소결 

처리된 은 나노와이어필름은 여러 번의 peel-

ing test에도 쉽게 벗겨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17]. 

최근에는 IPL을 이용하여 은 나노와이어 전

도성 전극의 손상부의 치유(healing)가 가능함

이 보고되었다 [18]. Diels-alder crosslinker가 

포함된 PU에 은 나노와이어를 도포한 후, 표면

의 일부를 절개한다. 상기 샘플에 0.66 Jcm-2의 

IPL을 500 μs 조사해주면, 조사하는 펄스의 수

에 따라서 저항은 100 kΩ에서 16±1.8 Ω로 

낮아지게 된다. 이때 은 나노와이어가 IPL 에

너지를 흡수하여 열을 발생시킴에 따라 PU 기

판에서 Diels-alder 반응이 일어나 절개부위가 

다시 붙는 현상을 유도할 수 있다. 

2.3 하이브리드타입 전도성 잉크

구리는 저렴하지만 산화되기 쉽고 은과 금은 

산화에 대한 저향력이 높지만 비싸다는 단점

이 있다 [19,20]. 따라서 두 단점을 상호보완 할 

수 있는 두 물질의 조합을 통해 저렴한 가격을 

확보하면서 산화를 막아 우수한 전도성을 가

지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잉크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로서, one-step wire explosion 방법을 이

용하여 작은 구리 나노 입자들도 감싸진 은 나

노 입자를 제작할 수 있다 [21-23]. 상기 하이브

리드 소재에 10 Jcm-2 IPL 10 ms 펄스를 조사하

면, 소결된 구리/은 하이브리드 필름은 소결된 

순수 은필름(5.3 μΩ cm)보다 낮은 4.06 μΩ 

cm 의 낮은 저항을 보여주었다(그림 8). 순수

한 구리 필름은 100°C 온도에서 2시간 후에 산

화로 인해 저항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소결

된 구리/은 하이브리드 나노잉크 필름은 15시

간이 지나고 나서도 저항의 변화가 없음을 보

여준다.

또한 formic acid, silver nitrate, poly(N-

vinylpyrrolidone)과 diethylene glycol로 처리

된 구리 나노 입자로 구성된 금속 나노 입자

기반 잉크를 활용하면 IPL 소결 특성이 우수

한 구리-은 하이브리드 잉크를 제작할 수 있다 

[24]. Formic acid는 본래의 산화층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포름산으로 인해 구리 

포름산 염으로 변형된 입자는 IPL 조사를 통

해 금속성 구리로 변형이 된다 [19,25-26]. 이

때 질산은을 첨가하면 구리의 산화를 억제하

여 산화에 의한 저항 변화를 낮출 수 있다. 질

산은은 처음에 구리 나노 입자의 표면에 흡수

되었다가 galvanic replacement reaction을 통

하여 최외각 shell에 은을 형성시킨다. 질산은 

없이 IPL로 소결된 구리 필름은 초기에 면저

항을 0.23±0.02 Ω sq-1을 가지지만 180°C로 

60분간의 시간이 지나면 급격하게 저항이 106 

Ω sq-1로 증가한다. 반면 구리 은 하이브리드 

필름은 220°C에서 90분간 열을 가해도 50 Ω 

sq-1 정도로 증가할 뿐 면저항의 큰 변화를 보

이지 않는다. 

그림 6 ▶  은 나노 잉크 패턴의 표면 SEM 이미지 : (a) IPL 조사  

 전, IPL조사를 한 번 (b) 40 Jcm-2, (c) 50 Jcm-2, (d)  

 50 Jcm-2으로 두 번의 연속적 pulse, (e) 50 Jcm-2으 

 로 세 번의 연속적 pulse, (f) 200°C 열적 소결된 이미지.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16].

a b c

d e f

그림 7 ▶  은 나노 잉크 패턴의 표면 SEM 이미지 : (a) IPL 조사  

 전, IPL조사를 한 번 (b) 40 Jcm-2,  (c) 50 Jcm-2, (d)  

 50 Jcm-2으로 두 번의 연속적 pulse,  (e) 50 Jcm-2으 

 로 세 번의 연속적 pulse, (f) 200°C 열적 소결된 이미지.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16].

a

c

b

그림 8 ▶  (a) xenon 램프에 의한 파장 스펙트럼과 구리-은 하이 

 브리드 잉크의 IPL소결 과정 도식, (b) 무게분율과 IPL  

 에너지 함수로써 소결된 구리-은 하이브리드 나노잉크  

 필름의 저항, (c) 순수한 구리필름과 구리-은 하이브리 

 드 필름의 소결 과정에서의 열적안정성.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21].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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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노카본

나노카본은 다양한 나노 사이즈 크기의 카본 

물질로 나노튜브, 풀러렌, 그래핀이 대표적이

다. 나노카본은 sp2-결합의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π-전자의 혼성에 따라 광전기적, 기계

적, 열적 성질이 결정된다. 나노카본은 표면적

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촉매 혹은 전극의 표면

활성에 사용된다. 이장은 IPL 조사에 의한 나

노카본의 구조 성장 혹은 화학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1 카본나노튜브(CNTs)

단일탄소나노튜브(SWNTs)의 경우 카메라 

플래시에 수 센티미터 안에서 노출되면 공기 

중에서 타는 것이 발견되었다(그림 9(a-b)). 이

는 높은 열전도도를 가지는 SWNTs 안에서 빛

이 열로 전환되며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은 SWNTs의 형태를 원뿔형의 미세

뿔로 변화시킨다(그림 9(c-d)) [27]. SWNT에 

IPL를 조사하면 ‘pop’ 소리가 발생되는데, 이는 

갇혀있던 가스들의 팽창과 수축으로 인한 것

이다. 실제 SWNT가 분산되어 있는 정제수에 

가시광선을 조사하면, 압력이 조사 전보다 100

배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빛 조사로 

인해 SWNT에서 빛이 열로 강하게 전환되며 

물을 분해시켜 발생된 수소의 영향이 가장 컸

지만, 나노튜브 주위에 부분적으로 카본 원자

들이 방출되며 수소 이외의 기체들도 생성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28,29].

3.2 환원된 그래핀 옥사이드(rGO)

그래핀 옥사이드(GO)는 용액공정이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으나, 절연체에 가깝기 때문에, 

전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원과정

을 거쳐야 한다. IPL을 이용한 GO의 환원과정

은 화학처리가 필요 없고, 환경적이며, 매우 빠

르고, 롤투롤 공정에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GO가 IPL에 노출되면 발생되는 광열

변환효과(photothermal effect)로 인하여 투명

하고 갈색이던 GO 필름이 환원되며 불투명하

고 검정색인 흑연질 탄소로 변하였다. 이러한 

IPL을 이용한 환원 방법은 선택적으로 일정 부

분만을 조사하여 패터닝된 rGO 전극을 형성할 

수 있다 [30].

그림 10은 IPL 에너지에 따른 GO의 관능기 

변화를 보여준다. IPL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C-O 결합은 점차 감소하고 C=C 결합이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IPL의 에너지를 조

절하여 에폭시 그룹을 효과적으로 제거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IPL을 통해 환원된 rGO

는 특징적으로 접히고 찢어지는 부분이 관찰

될 수 있으며, 이는 환원 작용으로 급작스럽게 

산소가 포함된 작용기들의 결합이 끊어지고 

가스로 분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31]. 이러한 GO의 환원은 GO가 올라가

있는 기판에도 영향을 받는다. 고분자 기판에 

비하여 높은 열전도도를 가지는 유리 기판 위

에서 GO를 IPL로 환원시킬 때 더 큰 에너지가 

전기전도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 [32]. 

4. 무기화합물과 합금

실리콘 반도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레이저

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IPL의 장점은 레이

저에 비해 더 높은 에너지 전달이 가능하며 한 

번의 조사로 인해 더 넓은 면적을 가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은 최근 이러한 IPL 공정

을 실리콘 반도체에서 확장되어 무기화합물

과 합금의 표면과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

해 설명한다.

4.1 실리콘 나노와이어와 금속산화물

실리콘 나노와이어가 사진용 플래시에 노출

되면 순식간에 타는 것을 발견하였다  [33]. 이

는 실리콘 나노와이어가 플래시 빛을 흡수하

여 에너지로 전환될 때, 온도가 1,200℃ 이상

까지 올라가며 순간적으로 산화 반응이 격렬

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리콘 나노

와이어의 나노 구조는 IPL을 진공 혹은 불활성

기체가 있는 조건에서 처리했을 때 다르게 나

타난다. 진공 상태에서 IPL을 처리하였을 경

우,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중심부 혹은 일산화

규소가 증발되며 긴 튜브형태가 관찰된다. 반

면, 불활성 기체 아래에서 IPL에 노출 되었을 

때, 실리콘 나노와이어 중심부의 실리콘들이 

녹고 분리되며 와이어 속에 나노 입자들이 생

기게 된다(그림 11).

광전자소자 혹은 LED에 사용되는 투명 전

도성 산화물(TCOs)과 투명한 산화물 반도체

(TSOs)의 소결 과정에도 IPL을 이용하면 저온공

정이 가능하다. 높은 전도도를 가지는 Al으로 도

핑된 ZnO (AZO) 필름에 IPL을 처리하면 저항이 

반으로 감소될수 있다. [34] 이는 IPL 처리시 ZnO

의 격자의 Zn의 자리를 Al으로 교체되며 캐리

어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림 9 ▶  (a-b) 카메라 플래시에 노출되어 타고 있는 SWNT 사 

 진. (c-d) 카메라 플래시 노출 전후의 SWNT의 high- 

 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HR 

 TEM) 사진.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27].

a b

c d

그림 10 ▶  IPL 빛 에너지에 따른 작용기들의 차지하는 원자 백분 

 율.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31].

그림 11 ▶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TEM 사진 : (a) IPL에 노출되 

 기 전, (b) 불활성 기체 아래에서 IPL에 노출 후, (c) 진 

 공 아래에서 IPL에 노출된 후. Reproduced with per 

 mission from ref [33].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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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카본은 다양한 나노 사이즈 크기의 카본 

물질로 나노튜브, 풀러렌, 그래핀이 대표적이

다. 나노카본은 sp2-결합의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π-전자의 혼성에 따라 광전기적, 기계

적, 열적 성질이 결정된다. 나노카본은 표면적

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촉매 혹은 전극의 표면

활성에 사용된다. 이장은 IPL 조사에 의한 나

노카본의 구조 성장 혹은 화학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1 카본나노튜브(CNTs)

단일탄소나노튜브(SWNTs)의 경우 카메라 

플래시에 수 센티미터 안에서 노출되면 공기 

중에서 타는 것이 발견되었다(그림 9(a-b)). 이

는 높은 열전도도를 가지는 SWNTs 안에서 빛

이 열로 전환되며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은 SWNTs의 형태를 원뿔형의 미세

뿔로 변화시킨다(그림 9(c-d)) [27]. SWNT에 

IPL를 조사하면 ‘pop’ 소리가 발생되는데, 이는 

갇혀있던 가스들의 팽창과 수축으로 인한 것

이다. 실제 SWNT가 분산되어 있는 정제수에 

가시광선을 조사하면, 압력이 조사 전보다 100

배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빛 조사로 

인해 SWNT에서 빛이 열로 강하게 전환되며 

물을 분해시켜 발생된 수소의 영향이 가장 컸

지만, 나노튜브 주위에 부분적으로 카본 원자

들이 방출되며 수소 이외의 기체들도 생성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28,29].

3.2 환원된 그래핀 옥사이드(rGO)

그래핀 옥사이드(GO)는 용액공정이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으나, 절연체에 가깝기 때문에, 

전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원과정

을 거쳐야 한다. IPL을 이용한 GO의 환원과정

은 화학처리가 필요 없고, 환경적이며, 매우 빠

르고, 롤투롤 공정에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GO가 IPL에 노출되면 발생되는 광열

변환효과(photothermal effect)로 인하여 투명

하고 갈색이던 GO 필름이 환원되며 불투명하

고 검정색인 흑연질 탄소로 변하였다. 이러한 

IPL을 이용한 환원 방법은 선택적으로 일정 부

분만을 조사하여 패터닝된 rGO 전극을 형성할 

수 있다 [30].

그림 10은 IPL 에너지에 따른 GO의 관능기 

변화를 보여준다. IPL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C-O 결합은 점차 감소하고 C=C 결합이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IPL의 에너지를 조

절하여 에폭시 그룹을 효과적으로 제거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IPL을 통해 환원된 rGO

는 특징적으로 접히고 찢어지는 부분이 관찰

될 수 있으며, 이는 환원 작용으로 급작스럽게 

산소가 포함된 작용기들의 결합이 끊어지고 

가스로 분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31]. 이러한 GO의 환원은 GO가 올라가

있는 기판에도 영향을 받는다. 고분자 기판에 

비하여 높은 열전도도를 가지는 유리 기판 위

에서 GO를 IPL로 환원시킬 때 더 큰 에너지가 

전기전도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 [32]. 

4. 무기화합물과 합금

실리콘 반도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레이저

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IPL의 장점은 레이

저에 비해 더 높은 에너지 전달이 가능하며 한 

번의 조사로 인해 더 넓은 면적을 가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은 최근 이러한 IPL 공정

을 실리콘 반도체에서 확장되어 무기화합물

과 합금의 표면과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

해 설명한다.

4.1 실리콘 나노와이어와 금속산화물

실리콘 나노와이어가 사진용 플래시에 노출

되면 순식간에 타는 것을 발견하였다  [33]. 이

는 실리콘 나노와이어가 플래시 빛을 흡수하

여 에너지로 전환될 때, 온도가 1,200℃ 이상

까지 올라가며 순간적으로 산화 반응이 격렬

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리콘 나노

와이어의 나노 구조는 IPL을 진공 혹은 불활성

기체가 있는 조건에서 처리했을 때 다르게 나

타난다. 진공 상태에서 IPL을 처리하였을 경

우,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중심부 혹은 일산화

규소가 증발되며 긴 튜브형태가 관찰된다. 반

면, 불활성 기체 아래에서 IPL에 노출 되었을 

때, 실리콘 나노와이어 중심부의 실리콘들이 

녹고 분리되며 와이어 속에 나노 입자들이 생

기게 된다(그림 11).

광전자소자 혹은 LED에 사용되는 투명 전

도성 산화물(TCOs)과 투명한 산화물 반도체

(TSOs)의 소결 과정에도 IPL을 이용하면 저온공

정이 가능하다. 높은 전도도를 가지는 Al으로 도

핑된 ZnO (AZO) 필름에 IPL을 처리하면 저항이 

반으로 감소될수 있다. [34] 이는 IPL 처리시 ZnO

의 격자의 Zn의 자리를 Al으로 교체되며 캐리

어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림 9 ▶  (a-b) 카메라 플래시에 노출되어 타고 있는 SWNT 사 

 진. (c-d) 카메라 플래시 노출 전후의 SWNT의 high- 

 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HR 

 TEM) 사진.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27].

a b

c d

그림 10 ▶  IPL 빛 에너지에 따른 작용기들의 차지하는 원자 백분 

 율.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31].

그림 11 ▶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TEM 사진 : (a) IPL에 노출되 

 기 전, (b) 불활성 기체 아래에서 IPL에 노출 후, (c) 진 

 공 아래에서 IPL에 노출된 후. Reproduced with per 

 mission from ref [33].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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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료 감응형 태양전지(DSSCs)의 광전극으로 

주로 사용되는 금속산화물인 TiO2는 소결 과정

에서 500℃의 열처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TiO2

의 소결을 IPL로 처리하였을 때, 150℃ 이상에

서 버티지 못하는 플라스틱 기판위에서도 TiO2

의 소결이 가능하다 [35]. 실제 플라스틱 기판위

에서 TiO2 나노페이스트를 IPL 처리하여 DSSCs

를 만들었을 때, 광전류밀도가 IPL 처리하지 않

은 TiO2로 만든 DSSCs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함

을 확인하였다(그림 12(a)). TiO2 입자의 형태가 

IPL 처리 후 변하진 않았지만, 입자들 간 인터커

넥트가 좋아진 것을 전하 수집 효율 향상과 전자 

이동 저항이 감소한 것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금속산화물 반도체는 높은 캐리어 이동도와 

투명한 성질을 가지고 용액 공정이 가능 하다

는 장점이 있다. 솔-겔 공정을 통해 금속산화물

을 합성할 때, 450℃ 이상의 온도에서 유기 리

간드 그룹이 떨어지며 메탈 옥사이드가 형성 된

다. 이를 수초의 짧은 IPL 처리를 통하여, 금속

산화물인 InGaZnO (a-IGZO), InZnO (IZO), 그

리고 HfINZnO (HIZO)가 성공적으로 합성하였

다 [36]. 전구체가 IPL에 노출되면 유기 리간드

인 질산염, 카복실, 히드록실기과 같은 작용기

의 픽이 FT-IR 그래프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열처리한 전구체의 픽과 비슷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2(b)).

4.2 금속칼코겐과 페로브스카이트

IPL을 이용한 급속가열은 황 혹은 셀레늄과 

같은 칼코겐 원소를 포함하는 합금을 제조하

는데 유용할 수 있다. Cu(In0.7Ga0.3) (CIG)와 Se 

나노 입자를 IPL에 노출 시키면 정방정계의 황

동석 구조를 가지는 Cu (In0.7Ga0.3)Se2 (CIGS)

가 형성된다 [37]. CIGS 형성에 대한 메카니즘

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IPL의 조사가 순간적

으로 CIG (m.p 515℃)와 Se (m.p 217℃)을 녹

일 수 있는 충분한 열을 발생 할 수 있다. CIGS

와 비슷한 CuInSe2 나노크리스탈에 IPL을 처리

하였을 때, 유기 리간드가 제거되고 전기 접점

이 좋아진다. 다소 높은 에너지의 IPL을 처리하

였을 때는 필름 안에 큰 결정과 포어가 생는 것

을 관찰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를 IPL 처리한 

CuInSe2를 광전지의 기기에 이용하였을 때, EQE 

픽이 100%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8].

페로브스카이트는 ABX3 구조를 가진다. 이

때 A는 유기 그룹, B는 금속, X는 할로겐 그룹

을 나타낸다.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가 태양

전지에 이용될 때,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을 키

우기 위하여 열처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러한 열처리는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불안

정 하게 만들어 필름에 구멍이 생성되거나 변

질 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

여, 순간적으로 온도를 상승하는 IPL을 이용

하여 성공적으로 CH3NH3PbI3 페로브스카이

트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이 보고되었다 

[39]. 강한 IPL을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에 노출

하였을 때, 입방체의 페로브스카이트가 소결

되어 연속 필름형태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그

림 13). 이를 유한 요소 해석 시뮬레이션 기술

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IPL 조사 후 필름의 온

도가 2 ms에 750℃까지 올라간 온도가 20 ms

에 150℃까지 떨어진다고 제안하였다. 이렇게 

IPL 공정을 통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조한 경우 기존의 열을 이용한 효율인 8.2%

보다 3% 정도 증가한 11%임을 증명하였다.  

 

5. 공액고분자

공액고분자 (Conjugated polymer)의 경우 가

시광선 영역의 빛을 잘 흡수하며, IPL에 노출되

었을 경우 빛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광열변환효과를 낼 수 있다 [40]. 공액공분자의 

IPL 광소결은 색을 띄는 polyaniline 나노 섬유

를 카메라 플래시에 노출시킨 결과가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이때 polyaniline 나노 섬유는 녹아

서 화학적 경화가 일어난 것이 확인되었다. 이

러한 나노 섬유의 웰딩은 낮은 발광효율과 낮은 

열전도도를 가지는 polyaniline의 나노 구조체

가 IPL에 노출되었을 때, 광열변환효과로 급격

히 열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공액고분자에 도입되어 있는 ester 관능기는 

IPL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다.

cdithienylthiazolo[5,4-d]thiazole (DZT)와 si-

lolodithiophene (SDT) 공중합체에 존재하는 es-

ter 그룹은 유기용매에 이 공중합체가 용해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중합체를 IPL에 노출시

키면 ester 그룹이  더 이상 유기 용매에 녹지 않

아 화학적으로 안정한 공액고분자 필름을 형성

할 수 있다(그림 14) [41]. 이러한 공액고분자 필

름은 태양전지의 광활성층으로 매우 유용하다.

공액고분자의 광학적 전기적 성질은 고분

자 체인의 결정화 정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공액고분자가 주로 사용되는 고분자 태양전

지의 전력 변환 효율은 전자 도너인 공액고분

자와 전자 억셉터인 풀러렌의 복합체 인 bulk-

heterojunction (BHJ) 광활성 층의 형태화 나노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기존엔 열처리 혹은 용

매증기처리(solvent vapor annealing)를 통하여 

그림 12 ▶  (a) IPL 처리 횟수에 따른 DSSCs의 Current density- 

 voltage 특성 그래프.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35]. (b) IGZO 전구체와 열처리 후, IPL 처리  

 후의 IGZO FT-IR 그래프. Reproduced with permis 

 sion from ref [36].

a b

그림 13 ▶  페로프스카이트 필름의 상층부 SEM 사진 : (a) IPL 처 

 리 전, (b) IPL 처리 후.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39].

a b

그림 14 ▶  (a) PMHTBT의 열분해에 따른 분자구조 및 필름의 색  

 변화 (b) PMHTBT 공중합체의 IPL 조사 횟수에 따른  

 열분해 효과 사진 (c) IPL 처리 부분의 용매 저항성을  

 보여주는 사진.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41]

a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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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료 감응형 태양전지(DSSCs)의 광전극으로 

주로 사용되는 금속산화물인 TiO2는 소결 과정

에서 500℃의 열처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TiO2

의 소결을 IPL로 처리하였을 때, 150℃ 이상에

서 버티지 못하는 플라스틱 기판위에서도 TiO2

의 소결이 가능하다 [35]. 실제 플라스틱 기판위

에서 TiO2 나노페이스트를 IPL 처리하여 DSSCs

를 만들었을 때, 광전류밀도가 IPL 처리하지 않

은 TiO2로 만든 DSSCs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함

을 확인하였다(그림 12(a)). TiO2 입자의 형태가 

IPL 처리 후 변하진 않았지만, 입자들 간 인터커

넥트가 좋아진 것을 전하 수집 효율 향상과 전자 

이동 저항이 감소한 것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금속산화물 반도체는 높은 캐리어 이동도와 

투명한 성질을 가지고 용액 공정이 가능 하다

는 장점이 있다. 솔-겔 공정을 통해 금속산화물

을 합성할 때, 450℃ 이상의 온도에서 유기 리

간드 그룹이 떨어지며 메탈 옥사이드가 형성 된

다. 이를 수초의 짧은 IPL 처리를 통하여, 금속

산화물인 InGaZnO (a-IGZO), InZnO (IZO), 그

리고 HfINZnO (HIZO)가 성공적으로 합성하였

다 [36]. 전구체가 IPL에 노출되면 유기 리간드

인 질산염, 카복실, 히드록실기과 같은 작용기

의 픽이 FT-IR 그래프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열처리한 전구체의 픽과 비슷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2(b)).

4.2 금속칼코겐과 페로브스카이트

IPL을 이용한 급속가열은 황 혹은 셀레늄과 

같은 칼코겐 원소를 포함하는 합금을 제조하

는데 유용할 수 있다. Cu(In0.7Ga0.3) (CIG)와 Se 

나노 입자를 IPL에 노출 시키면 정방정계의 황

동석 구조를 가지는 Cu (In0.7Ga0.3)Se2 (CIGS)

가 형성된다 [37]. CIGS 형성에 대한 메카니즘

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IPL의 조사가 순간적

으로 CIG (m.p 515℃)와 Se (m.p 217℃)을 녹

일 수 있는 충분한 열을 발생 할 수 있다. CIGS

와 비슷한 CuInSe2 나노크리스탈에 IPL을 처리

하였을 때, 유기 리간드가 제거되고 전기 접점

이 좋아진다. 다소 높은 에너지의 IPL을 처리하

였을 때는 필름 안에 큰 결정과 포어가 생는 것

을 관찰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를 IPL 처리한 

CuInSe2를 광전지의 기기에 이용하였을 때, EQE 

픽이 100%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8].

페로브스카이트는 ABX3 구조를 가진다. 이

때 A는 유기 그룹, B는 금속, X는 할로겐 그룹

을 나타낸다.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가 태양

전지에 이용될 때,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을 키

우기 위하여 열처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러한 열처리는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불안

정 하게 만들어 필름에 구멍이 생성되거나 변

질 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

여, 순간적으로 온도를 상승하는 IPL을 이용

하여 성공적으로 CH3NH3PbI3 페로브스카이

트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이 보고되었다 

[39]. 강한 IPL을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에 노출

하였을 때, 입방체의 페로브스카이트가 소결

되어 연속 필름형태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그

림 13). 이를 유한 요소 해석 시뮬레이션 기술

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IPL 조사 후 필름의 온

도가 2 ms에 750℃까지 올라간 온도가 20 ms

에 150℃까지 떨어진다고 제안하였다. 이렇게 

IPL 공정을 통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조한 경우 기존의 열을 이용한 효율인 8.2%

보다 3% 정도 증가한 11%임을 증명하였다.  

 

5. 공액고분자

공액고분자 (Conjugated polymer)의 경우 가

시광선 영역의 빛을 잘 흡수하며, IPL에 노출되

었을 경우 빛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광열변환효과를 낼 수 있다 [40]. 공액공분자의 

IPL 광소결은 색을 띄는 polyaniline 나노 섬유

를 카메라 플래시에 노출시킨 결과가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이때 polyaniline 나노 섬유는 녹아

서 화학적 경화가 일어난 것이 확인되었다. 이

러한 나노 섬유의 웰딩은 낮은 발광효율과 낮은 

열전도도를 가지는 polyaniline의 나노 구조체

가 IPL에 노출되었을 때, 광열변환효과로 급격

히 열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공액고분자에 도입되어 있는 ester 관능기는 

IPL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다.

cdithienylthiazolo[5,4-d]thiazole (DZT)와 si-

lolodithiophene (SDT) 공중합체에 존재하는 es-

ter 그룹은 유기용매에 이 공중합체가 용해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중합체를 IPL에 노출시

키면 ester 그룹이  더 이상 유기 용매에 녹지 않

아 화학적으로 안정한 공액고분자 필름을 형성

할 수 있다(그림 14) [41]. 이러한 공액고분자 필

름은 태양전지의 광활성층으로 매우 유용하다.

공액고분자의 광학적 전기적 성질은 고분

자 체인의 결정화 정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공액고분자가 주로 사용되는 고분자 태양전

지의 전력 변환 효율은 전자 도너인 공액고분

자와 전자 억셉터인 풀러렌의 복합체 인 bulk-

heterojunction (BHJ) 광활성 층의 형태화 나노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기존엔 열처리 혹은 용

매증기처리(solvent vapor annealing)를 통하여 

그림 12 ▶  (a) IPL 처리 횟수에 따른 DSSCs의 Current density- 

 voltage 특성 그래프.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35]. (b) IGZO 전구체와 열처리 후, IPL 처리  

 후의 IGZO FT-IR 그래프. Reproduced with permis 

 sion from ref [36].

a b

그림 13 ▶  페로프스카이트 필름의 상층부 SEM 사진 : (a) IPL 처 

 리 전, (b) IPL 처리 후.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39].

a b

그림 14 ▶  (a) PMHTBT의 열분해에 따른 분자구조 및 필름의 색  

 변화 (b) PMHTBT 공중합체의 IPL 조사 횟수에 따른  

 열분해 효과 사진 (c) IPL 처리 부분의 용매 저항성을  

 보여주는 사진.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41]

a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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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조절하였다. 이를 IPL을 이용하여 제어하

였을 때, 시간 소비를 줄이고 롤투롤 공정에 응

용가능하며 유연기판에서도 공정을 진행 할 

수 있다 [42]. poly(3-hexylthiophene) (P3HT)

와 [6,6]-phenyl-C61-butyric acid methy ester 

(PCBM) 혼합물(P3HT:PCBM)에 IPL을 조사하

면 기존의 열처리한 전력 변환 효율과 비슷한 

효율을 볼 수 있다. 

P3HT:PCBM 필름에 IPL 처리 후 박막의 모

폴로지를 관찰해보면 P3HT의 결정성 나노 막

대형태가 발달되고, P3HT와 PCBM의 나노크

기의 상분리가 적절히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5). 이는 대면적 저가 생산이 필요

한 태양전지 분야에서 매우 적합한 나노 구조 

제어기술이라 할 수 있다. 

6. 맺음말

IPL을 이용한 나노 소재의 구조제어 연구는 

최근 관련 논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본 기고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다양한 

소재에 있어 IPL 광소결 효과를 보고하고 있으

며, 표 1에 이를 정리하였다.

IPL 광소결 기술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는 millisecond 단위의 짧은 시간에 나노 소재

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기본 메커니즘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

양한 나노 소재의 열적특성과 함께 IPL 소결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물리적 특성에 대한 

규명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IPL 기술을 인쇄 전자산업에 적극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면적에서 소결 균일

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제논 플래시 램프의 특성상 균일한 스펙트럼

의 펄스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

는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상기 한계점들이 

극복 된다면, IPL 공정 기술은 유연 전자소자 

생산의 핵심 공정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라 기대된다. 

그림 15 ▶  (a) P3HT:PCBM에 IPL 처리할 때의 모식도, (b)  

 P3HT:PCBM의 열처리와 IPL 처리 유무에 따른  

 Bright field TEM 사진. Reproduced with permis 

 sion from ref [42].

a

b

재료
IPL 효과 적용 Ref.

화학 성분 구조

금속

나노

재료

Ag
나노 입자 소결효과 전도성 전극 43

나노와이어 나노와이어 연결 부분의 웰딩 전도성 메쉬, 투명 전극 10

Cu

나노 입자 소결 Cu2O 산화물의 환원 전도성 전극 44

나노와이어 나노와이어 연결 부분의 웰딩 전도성 메쉬 17

염 전구체
유기 혼합물의 제거 Cu의  
핵화 및 응결

전도성 전극 45

Cu/Ag  
hybrids

Cu-Ag core-shell의 
혼합 나노 구조

소결 Cu의 산화 방지 전도성 전극 20

나노

카본

CNT 나노튜브

연소 -

28, 29, 46
구조 재형성 : 나노뿔, 원뿔형 

물 분해를 통한  
수소 발생

Graphene 
oxide 나노 시트

환원 가스센서

47-49
나노&마이크로 구멍, 크랙,  
내부의 빈 공간 형성

연료를 위한 발화 
리튬 베터리의 음극

무기

혼합물

Silicon 나노와이어
실리콘 산화물 나노와이어에  
실리카 나노튜브, 나노 입자 형성 - 50

TiO2 나노 입자 입자들의 내부 연결 DSSC용 광전극 35

AZO, ZnO 박막 광을 이용한 도핑 투명 전극 34, 51-53

InGaZnO, 
InZnO,   
HfInZnO

박막
유기 리간드 제거와  
금속산화물 형성

트렌지스터의 
투명 반도체

36

Metal 
chalcogenide 
(CIGS, CIS)

나노 입자 
나노 결정

나노 입자의 용융과 결정화 
유기 리간드 제거

태양전지의 
빛 흡수 층

37, 38

Synthetic 
Perovskite 
(CH3NH3PbI3)

정방형의  
나노 입자

빽빽하게 소결된 필름 형성
태양전지의 
빛 흡수 층

39

공액

고분자

Polyaniline 나노 박막섬유 용융과 웰딩 - 40

Thermally 
reactive 
copolymer

박막
열분해 가능한  
에스터 그룹 제거

태양전지의 
빛 흡수 층

41

P3HT:PCBM 박막 결정화와 상분리
태양전지의 
빛 흡수 층

42

PQTBTz-C12 박막 결정화 트렌지스터의 반도체 54

표 1 ▶  플라스틱 기판의 종류 및 주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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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조절하였다. 이를 IPL을 이용하여 제어하

였을 때, 시간 소비를 줄이고 롤투롤 공정에 응

용가능하며 유연기판에서도 공정을 진행 할 

수 있다 [42]. poly(3-hexylthiophene) (P3HT)

와 [6,6]-phenyl-C61-butyric acid methy ester 

(PCBM) 혼합물(P3HT:PCBM)에 IPL을 조사하

면 기존의 열처리한 전력 변환 효율과 비슷한 

효율을 볼 수 있다. 

P3HT:PCBM 필름에 IPL 처리 후 박막의 모

폴로지를 관찰해보면 P3HT의 결정성 나노 막

대형태가 발달되고, P3HT와 PCBM의 나노크

기의 상분리가 적절히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5). 이는 대면적 저가 생산이 필요

한 태양전지 분야에서 매우 적합한 나노 구조 

제어기술이라 할 수 있다. 

6. 맺음말

IPL을 이용한 나노 소재의 구조제어 연구는 

최근 관련 논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본 기고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다양한 

소재에 있어 IPL 광소결 효과를 보고하고 있으

며, 표 1에 이를 정리하였다.

IPL 광소결 기술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는 millisecond 단위의 짧은 시간에 나노 소재

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기본 메커니즘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

양한 나노 소재의 열적특성과 함께 IPL 소결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물리적 특성에 대한 

규명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IPL 기술을 인쇄 전자산업에 적극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면적에서 소결 균일

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제논 플래시 램프의 특성상 균일한 스펙트럼

의 펄스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

는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상기 한계점들이 

극복 된다면, IPL 공정 기술은 유연 전자소자 

생산의 핵심 공정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라 기대된다. 

그림 15 ▶  (a) P3HT:PCBM에 IPL 처리할 때의 모식도, (b)  

 P3HT:PCBM의 열처리와 IPL 처리 유무에 따른  

 Bright field TEM 사진. Reproduced with permis 

 sion from ref [42].

a

b

재료
IPL 효과 적용 Ref.

화학 성분 구조

금속

나노

재료

Ag
나노 입자 소결효과 전도성 전극 43

나노와이어 나노와이어 연결 부분의 웰딩 전도성 메쉬, 투명 전극 10

Cu

나노 입자 소결 Cu2O 산화물의 환원 전도성 전극 44

나노와이어 나노와이어 연결 부분의 웰딩 전도성 메쉬 17

염 전구체
유기 혼합물의 제거 Cu의  
핵화 및 응결

전도성 전극 45

Cu/Ag  
hybrids

Cu-Ag core-shell의 
혼합 나노 구조

소결 Cu의 산화 방지 전도성 전극 20

나노

카본

CNT 나노튜브

연소 -

28, 29, 46
구조 재형성 : 나노뿔, 원뿔형 

물 분해를 통한  
수소 발생

Graphene 
oxide 나노 시트

환원 가스센서

47-49
나노&마이크로 구멍, 크랙,  
내부의 빈 공간 형성

연료를 위한 발화 
리튬 베터리의 음극

무기

혼합물

Silicon 나노와이어
실리콘 산화물 나노와이어에  
실리카 나노튜브, 나노 입자 형성 - 50

TiO2 나노 입자 입자들의 내부 연결 DSSC용 광전극 35

AZO, ZnO 박막 광을 이용한 도핑 투명 전극 34, 51-53

InGaZnO, 
InZnO,   
HfInZnO

박막
유기 리간드 제거와  
금속산화물 형성

트렌지스터의 
투명 반도체

36

Metal 
chalcogenide 
(CIGS, CIS)

나노 입자 
나노 결정

나노 입자의 용융과 결정화 
유기 리간드 제거

태양전지의 
빛 흡수 층

37, 38

Synthetic 
Perovskite 
(CH3NH3PbI3)

정방형의  
나노 입자

빽빽하게 소결된 필름 형성
태양전지의 
빛 흡수 층

39

공액

고분자

Polyaniline 나노 박막섬유 용융과 웰딩 - 40

Thermally 
reactive 
copolymer

박막
열분해 가능한  
에스터 그룹 제거

태양전지의 
빛 흡수 층

41

P3HT:PCBM 박막 결정화와 상분리
태양전지의 
빛 흡수 층

42

PQTBTz-C12 박막 결정화 트렌지스터의 반도체 54

표 1 ▶  플라스틱 기판의 종류 및 주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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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유연 전극 연구 개발 동향

3
Special Theme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소재 및 소자 기술

1. 서론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기술인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의 발전과 함께 웨어러

블 디바이스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웨어러

블 디바이스란 말 그대로 입을 수 있는 전자 소

자로 실제로 구글, 인텔, 화웨이, 삼성전자, LG

전자 등 국내외 업체에서 선보이고 있는 스마

트 팔찌, 스마트 시계 등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 이와 같이 현재까지는 주로 액세서리

형 디바이스 위주로 상용화되어 있지만, 앞으

로 신체 부착형, 생체 이식형 등의 형태로 개발

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디바이스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신축

성, 내구성, 인체 무해성 등 다양한 요구 조건

이 동시에 만족 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연

구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4].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이용되는 전극 소재는 

매우 뛰어난 신축성을 갖는 동시에 반복되는 

변형 하에서도 전기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불투명 전극에는 금속 박막 혹은 인쇄형 금속 

배선을, 투명 전극으로는 ITO (indium tin ox-

ide)와 같은 금속산화물을 주로 이용했다. 하

지만 금속 기반 소재는 연성을 지니고는 있지

만 대체로 탄성 변형한이 크지 않아 신축성 재

료로 보기는 어렵고, ITO 등 산화물은 특유의 

brittle한 성질로 인해 strain fatigue를 견디는

데 제한이 있다 [5]. 결국에는 이들을 대체하기 

위한 유연 전극 소재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

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체 소재로 적합한 재

료들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논문을 통해 활발

히 소개되고 있으며, 금속 나노와이어, 그래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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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Image of apple watch released in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