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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실버 나노와이어의 제조 및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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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수소연료전지 공학과 1한양대 수소연료전지공학과 2한양대 화학공학

최근 들어 제어된 크기와 형상을 갖는 금속 나노와이어의 제조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금속 나노와이어들은 bulk 물질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양자크기 효과와

더불어, interconnects 및 nanodevice 를 구성하는 능동형 소자로서 높은 응용가능성을

보여주는 바, 특히 금속 중 가장 높은 열적, 전기적 전도성 및 낮은 광흡수율을 나타내는

실버 의 특성으로 인하여 실버 나노와이어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향상된 물리적인 특성을 발현하기 위하여서는 균일한 orientation 과 높은 aspect ratio를

갖는 나노와이어의 제조가 필요한 바, 실버 나노 와이어를 제조한 방법으로는 carbon

nanotube, anodized aluminum oxide등과 같은 hard template를 사용하는 방법, DNA, rod 형태의

micelle 등의 soft template 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불순물

혼입 방지를 위한 template 제거와 같은 추가공정을 피하기 위하여 surface-capping

reagent 등을 이용한 직접 용액 합성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직접 용액

합성법에는 protein 이나 기능성 고분자 및 계면 활성제 등을 capping agent 로 사용한 후

화학적 환원제를 첨가하는 방법, citrate 를 capping agent 및 환원제로 사용하는 방법 및

polyol 을 용매 및 환원제로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들 template 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율 및 높은 반응 온도가 단점으로 알려져 있다.본

연구에서는, polyol process 이용하여 high aspect ratio 및 균일한 orientation 을 갖는 실버

나노와이어를 제조하였다. Polyol process는 전구체로서 실버염을 사용하고, ethylene glycol을

용매 및 환원제로, poly(vinylpyrrolidone)을 capping reagent 로 사용하여 실버 나노 와이어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polyol

process 의 공정 변수 조절 및 첨가제 변화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반경을 갖는 실버



나노 와이어를 제조하고, 분광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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