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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성이 개선된 은나노와이어 투명전극 기술
(Reduced yellowing of silver nanowire transparent conductive electrodes)

1 기술개요

● 은나노와이어 기반의 투명전극 소재는 ITO 기반 투명전극 소재 대비 

    광학적·전기적 특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ITO 기반 투명전극 

    소재 대체용으로 사용 가능

● 은나노와이어 투명전극은 금속 고유의 색상으로 인해 황색(Yellow color)

    를 띄고 있으며 B* (Yellow index) 값이 ITO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이러한 높은 B*로 인해 전자소자 적용을 위한 패터닝 공정 후 시인성과 

    투과도를 저해하여 은나노와이어 투명전극 상용화에 걸림돌로 작용

<은 나노와이어>

<황변 디스플레이> <개선된 디스플레이>

<투명기판> <B*가 높은 은 나노와이어 소재>

3 시장성 및 사업성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적용분야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적용제품의 예
스마트폰, 태블릿 PC, 

투명히터
OLED TV 및 면조명 플렉서블 태양전지

타제품 또는 타분야 

응용 가능성

유연기판소재는 디스플레이 소자 및 터치패널, Printed PCB, Disposable 

센서 시장, solar cell과 같은 전자기술이 활성화되어, 향후 Flexible Display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Electronics 사업에서 적용되는 비율이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임.

2 주요내용 및 우수성

기술 주요내용

● 은 나노와이어 기반의 고투과/저저항 투명전극 제작 기술 

● B* 및 Haze 개선 첨가제 기술 (추가 분산제 필요 X, 면저항 변화 X)

● 내광성/내산화성/내열성이 우수한 투명 Overcoating 제작 기술 

● 유연 투명전극을 이용한 차세대 전자소자 응용 기술

기술 우수성 및 성과

● 첨가제 도입에 따른 은 나노와이어 광학특성 개선 ● 우수한 고내열 및 내산화/내화학 특성 확보 OC 개발

● 은나노와이어 관련 기술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Sample T.T (%) Haze b* a* L* Ω/□

PET 기판
92.34 0.09 0.49 0.03 96.96 N/A

92.37 0.10 0.50 0.02 96.97 N/A

AgNW A사
88.93 1.41 1.31 -0.19 95.55 30

88.94 1.38 1.35 -0.17 95.56 28

AgNW A사
+ 첨가제

88.64 1.24 0.72 -0.13 95.43 29

88.73 1.30 0.79 -0.13 95.49 30

AgNW B사
89.37 1.46 1.19 -0.20 95.73 29

89.38 1.46 1.20 -0.20 95.74 31

AgNW B사
+ 첨가제

89.27 1.18 0.52 -0.11 95.69 29

89.23 1.18 0.53 -0.10 95.67 30

AgNW C사
89.12 1.67 1.13 -0.19 95.64 28

89.01 1.66 1.10 -0.19 95.55 30

AgNW C사
+ 첨가제

88.93 1.40 0.51 -0.11 95.55 27

88.87 1.43 0.48 -0.11 95.52 30

은 나노와이어
잉크

첨가제

Fig 1. CIE I* a* b*Colou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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