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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금속 기반의 나노구조체는 특유의 흥미로운 촉

매, 전기, 자기, 광학 특성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 매

우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1]. 그 중에서 은(Ag) 나노

구조체는 조절이 가능한 국소 표면 플라즈몬 공명

(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LSPR))이라는 독

특한 광학적 특성으로 인해서 화학 및 바이오 센싱 

영역으로 그 응용 분야를 넓혀 가고 있다[2]. 국소 표

면 플라즈몬 공명은 금속 내부의 자유전자들이 외부 

전자기장에 반응하여 집단적으로 진동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금속 나노구조체들은 특정한 

파장의 빛을 강하게 흡수하거나 산란하는 특성을 보

여준다. 금속 나노구조체들이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나노구조체의 크기 및 형상, 조성, 입자간 거리, 구조

(속이 빈 또는 속이 꽉 찬), 그리고 외부 유전율에 의

존하게 변하게 되는데, 은의 경우 가시광선 영역에

서 공명을 일으킬 수 있다[3]. 따라서 나노구조체의 

크기, 구조, 입자간 거리나 외부환경이 변하게 되면 

눈으로 관찰되는 색상이 변하게 되어 플라즈모닉 센

서 소재로도 활용될 수 있다. 

판상형 은 나노구조체(Ag nanoplates)는 매우 흥미

로운 구조적 이방성과 이로 인한 강한 국소 표면 플

라즈몬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아왔

다[4]. 판상형 은 나노구조체의 국소 표면 플라즈몬 

특성은 입자의 크기나 종횡비를 조절함에 따라 조정

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외선 조사나 열처리, 이온 에

칭이나 초음파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판상형 입자의 

형상을 변형시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

만 이러한 방법은 입자를 합성한 이후에 적용될 수 

있는 단계적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요구되

며 공정 또한 복잡하다. 판상형 은 나노구조체의 경

우, 성장 메커니즘과 구조적 이방성, 이로 인한 강한 

국소 표면 플라즈몬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활발

히 보고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 연구결과에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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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판상형 은 나노구조체의 경우, 크기 및 종횡비

가 제한된 범위를 보여주며 반응의 수율(최종 합성 

결과물에서 판상형 나노구조체가 차지하는 비율) 또

한 높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크기 및 종횡

비를 제어할 수 있는 단일 공정의 고수율 합성법을 

개발하는 연구는 판상형 은 나노구조체의 활용 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균일한 크기와 형태를 가지는 은 나노구조체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화학 환원(chemical reduction)

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화학 환원법

에서는 염 형태의 은 전구체를 높은 온도에서 환원

시키게 되는데, 환원된 원자들은 핵을 형성하고 결

정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때 나노 크기의 결정들

이 서로 엉겨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기물이

나 고분자 물질, 배위 화합물(coordinating ligands) 등

이 필요하다. 은 나노구조체의 최종적인 입자 형상

은 원자들이 환원되는 속도에 의존하게 하는데, 환

원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환원된 원자들은 성장하고 

있는 결정으로 지속적으로 흡수되어 빠른 속도로 성

장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나노구조체들은 열역학적

으로 안정된 구조인 육팔면체(cuboctahedron)나 다중

쌍정입자(multiply twinned particle)로 성장하게 되는

데, 이는 이 구조들이 면심입방 (face-centered cube) 

구조에서 가장 낮은 표면에너지를 가지는 {111} 및 

{100} 결정면 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형상 또한 구형

에 가깝기 때문이다[5]. 판상형 나노구조체의 경우

에는 얇으면서도 넓은 구조적 특성과 포함하고 있는 

내부 결함(stacking faults)으로 인해서 표면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열역학적으로 선호되는 구조가 아니고 

따라서 환원 속도가 빠른 환경에서는 형성되지 않는

다. 대신 환원 속도가 매우 낮을 때에는 환원되는 원

자의 농도 또한 매우 낮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는 내부 결함을 품고 있는 미세한 결정들이 형성되

어 높은 표면에너지를 가지는 판상형 입자로 성장할 

수 있다[6].

이번 기고에서는 본 연구진이 수행해온 판상형 

은 나노구조체의 합성 및 형상 제어에 관련된 최근 

연구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고분자 물질을 

환원제로 활용하여 판상형 은 나노구조체를 고수율

로 합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합성법에 대해서 논의

하고, 특정 결정면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표면 안정

제(capping agent)를 사용하여 판상형 나노구조체의 

종횡비를 조절하거나 다공성 입자 형태로 변형하여 

광학특성을 제어하는 연구들을 소개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크기가 매우 큰 판상형 나노구조체를 수득하

기 위해서 성장 메커니즘을 제어하는 합성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2. 본론

2.1. 판상형 은 나노구조체의 고수율 합성

폴리비닐피롤리돈(poly(vinyl pyrrolidone)(PVP))

은 은 나노구조체의 합성에 있어서 입자들의 엉겨붙

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되는 분산 안정제로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다. 하지만 PVP는 환원제로도 사용

될 수 있는데, 이는 PVP에 존재하고 있는 수산화기

(-OH)들 때문이다 (그림 1). PVP에 존재하는 수산화

기는 말단기에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분자 전체

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적은 편인데, 이와 같은 

적은 농도로 인해서 PVP가 은 이온을 환원시키는 속

도는 매우 느리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매우 느린 환원 

속도에서는 내부 결함을 가지는 결정들이 성장하여 

그림 1. 말단에 수산화기를 가지는 PVP의 화학 구조 및 은 이온의 의한 구조변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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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상형 입자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PVP는 판상형 

은 나노구조체를 합성하기 위한 이상적인 환원제가 

될 수 있다[7]. 

고수율의 판상형 은 나노구조체를 합성하기 위해

서는 은 원자의 환원 및 입자의 성장반응을 매우 천

천히 진행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PVP를 환원제 

겸 분산안정제로 활용하여 판상형 은 나노구조체를 

합성하는 선행 연구에서는 물을 반응 용매로 사용하

였는데, 이러한 조건에서는 반응의 수율이 80%를 넘

지 못하였다. 본 연구진에서는 물 대신에 상업적으

로도 다양한 분야에서도 용매로 활용되고 있고 생분

해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환경적으로 크게 유해하지 

않는 메틸피롤리돈(N-methylpyrrolidone(NMP)) 용매

로 사용하여 반응을 진행하였다[8]. NMP는 비점이 

높아 휘발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속 염을 용

해시키는 능력도 우수하고 특히 환원제 겸 분산안정

제로 사용되는 PVP와 화학적 구조가 유사하여 PVP

를 용해시키는 능력이 우수하였다. 은 나노구조체

의 합성은 반응물의 색깔이 변하는 특성을 관찰함으

로서 반응의 진행 정도를 인지할 수 있다. 물을 용매

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응 물의 색깔 변화가 매우 빨

랐는데, 이는 은 원자의 환원속도가 빠르고 입자의 

성장 또한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NMP를 반응 용

매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반응물의 색깔 변화는 상

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었는데, 24시간 동안 입자의 

성장을 관찰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을 살펴보

면 입자의 크기는 51 nm에서 213 nm로 성장하였고, 

두께 역시 8 nm에서 63 nm로 성장하였다. 입자의 성

장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처음 6시간 동안은 크기가 

주로 성장하였고, 그 이후에는 입자의 두께가 두꺼

워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자의 성장

은 LSPR 특성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 처음 6시간 동

안에는 LSPR 피크가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876 nm

에서 959 nm로 장파장으로 이동하였지만, 그 이후의 

시간에는 입자의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596 nm까

지 단파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주

목할 만한 결과는 그림 2(F)로 관찰되는 최종 합성

물에서 판상형 입자의 비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

는 것이다. 배율을 매우 적게 하여 관찰한 TEM 이미

지에서 입자의 대부분의 형상들이 판상형을 나타내

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NMP를 반응 용매로 사용

하였을 경우 은 이온의 환원 반응이 매우 느리게 진

행되어 결정의 형성 및 성장이 온전히 동역학적으로 

제어되었기 때문이다.

2.2. 판상형 은 나노구조체의 형상 제어

은 나노구조체를 합성함에 있어서, 결정이 최종

적으로 취할 수 있는 형상은 특정 결정면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표면 안정제(capping agent)가 존재할 

경우 이에 의존하여 변할 수 있다. 표면 안정제는 은

그림 2. 반응시간에 따른 판상형 나노입자의 TEM 및 SEM (삽입그림) 이미지. (A) 1시간 후, (B) 3시간 후, (C) 6시간 후, (D) 12시간 후, 
(E) 18시간 후, (F) 24 시간 후. (TEM 이미지의 눈금은 100 nm이고, 삽입된 SEM 이미지의 눈금선은 (B)에서는 20 nm, (C-F)는 100 nm
임.) (G) (A)~(F)로 보이는 판상형 입자들의 UV-vis-NIR 스펙트럼 결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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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정 결정면과 화학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서, 나

노구조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결정면들의 자유에

너지 순서를 바꿀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결정의 성

장 방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령 표면 안

정제가 특정 결정면과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보이게 

되면, 최종적으로 합성되는 나노구조체에서 표면 안

정제에 의해서 안정화되는 결정면이 차지하는 부분

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판상형 금속 나노구조체

는 독특한 형상과 결정 구조로 인해서 표면 안정제

에 의해 입자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형상 제어 

부분을 관찰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l-, Br-, 그리고 l-을 포함하는 할

라이드 이온을 판상형 나노입자의 합성 공정에 도입

함으로서 표면 안정제에 의한 형상 변화를 관찰하

고자 하였다.9 판상형 나노입자의 합성 반응에 KCl, 

KBr, 그리고 KI를 주입하고 다른 실험 조건들은 동

일하게 유지한 샘플들의 TEM 실험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할라이드 이온을 첨

가할수록 판상형 나노구조체의 두께는 현저하게 증

가하는 반면 입자 크기는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할라이드 이온의 존재가 

판상형 나노구조체의 종방향 및 횡방향 성장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판상형 

은 나노구조체에서 상하의 넓은 면들은 {111} (밀러 

지수) 면을 나타내고 옆 면들은 {111} 면과 {100} 면으

로 이루어져 있다. 할라이드 이온은 은의 결정면 중

에서 {100} 면에 강하게 부착되는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할라이드 이온이 존재할 경우에는 나노구조

체에서 {100}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되게 되는데 

이는 판상형 입자들의 옆면을 증가시키는 방향이다. 

따라서 할라이드 이온이 존재할 경우에는, 크기 성

장은 억제되고 두께가 성장하여 두껍고 종횡비가 낮

은 판상형 입자들이 생성되게 되는 것이다.

두께 성장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Cl- ‹ Br- ‹ l- 

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은의 {100} 결정면

과 화학적으로 부착되려는 선호도가 높은 순서이다. 

할라이드 이온이 없을 경우에는, 판상형 입자의 경

우 7.4의 종횡비를 나타내었는데 l-가 존재할 경우에

는 이 값이 거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4). 할라이드 이온에 의한 섬세한 형

상 제어는 판상형 입자 합성반응에 l-을 주입하는 시

간을 차별화함으로써 가능하다. 판상형 나노구조체

는 반응 시작 후 처음 6시간 동안은 주로 크기 위주

로 성장을 하며 두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경향을 보

여준다. 하지만, l-을 주입하게 되면 입자의 크기 성

장은 멈추게 되고 두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이용해서 l-을 주입하는 시

간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다양한 종횡비의 판상형 나

노구조체를 합성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형상 제

어는 광학적 성질에서 영향을 미쳐 444 nm에서 918 

nm의 범위에서 국소 표면 플라즈몬 공명 피크가 조

정이 되어 분산액의 색깔이 그림 4(C)에서 관찰되는 

그림 3. (A) 할라이드 이온이 없는 조건에서 성장한 은 나노구조체의 TEM 이미지 (B-D) 할라이드 이온 존재 하에서 성장한 은 나노구조
체의 TEM 이미지 ((B) KCl 첨가, (C) KBr 첨가, (D) KI 첨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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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뚜렷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갈바닉 치환 반응(galvanic replacement reaction)을 

활용하면 판상형 은 나노구조체의 형상을 다공성 입

자로 변형시킬 수 있다. 갈바닉 치환 반응은 금속이 

자신보다 높은 환원전위를 가지는 금속 이온을 만날 

때 일어나는 전기화학 반응이다. 은의 경우에는 금

을 포함하는 다른 귀금속에서 비해서 낮은 환원전위

를 갖기 때문에 은 나노구조체는 갈바닉 치환 반응

에서 템플레이트로 활용될 수 있다. 은 나노구조체

에 금 이온을 첨가하게 되면 은 원자는 산화되어 수

용액에 녹아 나오게 되고, 금 이온은 환원되어 템플

레이트인 은 나노구조체에 적층이 되므로, 템플레이

트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는 다공성 Au/Ag 합금 나노

구조체를 제조할 수 있다. Au3+ 이온을 첨가하게 되

면, 은 원자 3개가 산화될 때 한 개의 Au 원자가 적층

이 되므로 다공성이 높은 입자를 형성시킬 수 있다. 

3Ag(s) + AuCl4
-(aq) → Au(s) + 3Ag+(aq) + 4Cl(aq)

그림 5는 122 nm 크기를 가지는 비교적 두꺼운 

판상형 은 나노구조체를 템플레이트로 사용하여 

HAuCl4 수용액을 첨가하여 수행한 갈바닉 치환 반응

의 결과이다.10 매우 흥미로운 점은 갈바닉 치환 반응

이 진행됨에 따라서 판상형 구조체 상/하면에 큰 공

동들이 생성되어 점점 커지다가 결국 육각 너트 형상

의 다공성 입자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PVP에 의한 capping 효과에 의해서 기인되

는데, PVP는 보통 은의 {100} 결정 면에 선호적으로 

부착되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100} 면은 금 이온과

의 갈바닉 치환 반응의 장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로 {111} 결정면에서 갈바닉 치환 반응의 나타나 은 

원자들의 산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111} 면으로 이루

어진 판상형 나노구조체의 상/하면에 큰 공동들이 생

성되고 Au3+의 농도가 증가될수록 공동들이 합쳐져서 

육각 너트 형상의 합금 나노구조체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5(A)에서 가장 큰 공동을 보이는 입자의 

경우, EDX 분석결과 은과 금의 비율이 30:70인 것을 

그림 4. (A) l-을 주입하는 시간을 달리하여 수행한 합성 반응에서 얻어진 판상형 Ag 나노구조체의 SEM 이미지. l-을 반응 시작부터 주입
하거나 시작 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후에 주입하여 합성한 샘플과 l-을 주입하지 않고 합성한 샘플의 이미지. (SEM 이미지 내의 
눈금은 200 nm를 나타냄), (B) l- 이온 존재 하에서의 판상형 입자의 형상 변경 모식도, (C) l-을 주입하는 시간을 달리하여 수행한 합성 반
응 결과물들의 사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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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갈바닉 치환의 결과 나타나는 이

와 같은 조성 및 형상의 변화는 광학적 성질에 그대

로 영향을 미쳐 LSPR 피크가 421 nm에서 1044 nm까

지 이동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2.3. 매우 큰 종횡비를 가지는 판상형 은 나노구

조체 합성

최근 들어 그래핀과 같은 2차원의 나노구조체를 

구부릴 수 있고 펼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

한 전극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지만, 판상형 은 나노구조체를 포함하는 

금속 기반의 판상형 나노구조체는 주목을 받고 있

지 못하다. 고전도성을 위한 침투 문턱값(percolation 

threshold)을 낮추고 차단특성(barrier property)을 높

이기 위해서는 종횡비가 큰 판상형 나노구조체를 고

수율로 합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은의 경우에는 단

일 합성 공정에 기반을 둔 기존 대부분의 합성법으

로는 최종 판상형 입자의 크기가 500 nm를 넘지 못

한다. 종횡비가 큰 입자를 얻기 위한 해법으로서 성

장한 입자들이 선택적으로 옆면으로만 합체하여 큰 

이차 입자를 형성해나가는 particle fusion 공정을 이

용할 수 있는데, 입자 성장의 원리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7은 본 연구진이 수행한 particle fusion 공정에 

의한 입자 성장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11].반응을 

시작한지 6시간이 지나면 입자들은 기존의 판상형 입

자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형상을 보이는데 이

는 Ostwald ripening을 포함하는 기존의 입자의 성장

과는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입자의 형

상은 1차로 성장한 입자들이 옆면으로 선택적으로 합

체되어 큰 이차 입자를 얻는 particle fusion 성장 메커

그림 5. (A) 판상형 은 나노구조체와 HAuCl4와의 갈바닉 치환 반응에 의한 결과물의 SEM 사진. 0.2 mM HAuCl4 수용액을 0, 0.3, 0.5, 1.0, 
1.5, 3.0 mL 주입하여 치환 반응을 진행하였음. (SEM 이미지의 눈금은 200 nm이고, 삽입된 TEM 이미지의 눈금은 100 nm임.) (B) (A)에
서 보이는 은 및 합금 나노구조체들의 UV-vis-NIR 스펙트럼 데이터. (C) 갈바닉 치환 반응에 의해서 육각 너트 형상의 다공성 Au-Ag 
합금 나노구조체가 형성되는 모식도[10].

그림 6. Edge-selective particle fusion 성장을 설명하는 모식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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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입자들이 붙어 형성

되었다고 예상되는 부분에 HR-TEM 이미지를 얻고 

이를 빠른 Fourier 변환으로 패턴을 얻으면 6각형의 

밝은 점들이 관찰이 되는데, 이는 {111} 단결정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입자들이 서로

의 결정의 orientation에 맞게 합체가 되어 단결정의 

최종 구조체를 형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진의 

실험 결과, particle fusion 메커니즘의 성장을 이용하

게 되면 약 30 nm 두께(AFM을 통하여 확인)와 1 mm 

이상의 크기를 가진 매우 높은 종횡비의 판상형 입자

를 고수율로 합성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particle fusion의 성장 메커니즘은 결정

면들이 가지는 표면에너지와 관련이 깊은데, 상대

적으로 표면에너지가 높은 {100}면을 줄이기 위해서 

{100} 면으로 이루어진 옆면들이 서로 합체되어 성

장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흥미로운 점은 Particle 

fusion 현상은 분산안정제의 양에 영향을 받게 되는

데, 분산안정제의 농도를 높여서 분산안정제에 의한 

capping 정도가 증가하게 되면 particle fusion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입자들은 개별적으로 성장하여 비교

적 작은 크기를 가지는 기존의 판상형 구조로 성장

할 뿐이었다. 본 연구는 독특한 형상의 종횡비가 매

우 높은 판상형 나노구조체를 고수율로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PVP라는 capping 

agent의 양에 의존된 입자 성장에 관한 중요한 결과

들을 보여준다.

3. 결론

지금까지 polyvinylpyrrolidone이라는 고분자 물질

을 환원제로 사용하여 판상형 은 나노구조체를 고수

율로 합성하고, 구조체 형상을 섬세하게 제어하며, 

매우 얇고 큰 판상형 입자를 얻기 위한 새로운 성장 

메커니즘 방향을 도입하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살

펴보았다. 판상형 은 나노구조체는 성장 메커니즘이

나 종횡비 제어 등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면

이 많은데, 본 연구결과는 새로운 성장 메커니즘 유

도 및 참신한 형상 제어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

질적인 상업화를 위한 단일공정 기반의 고수율 합성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판상형 나노구조체는 열차단 

필름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고, 구부리거나 펼칠 수 

있는 전극 제조를 위한 핵심물질로 매우 유망한 물

질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

며, 본격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스케일 업 

그림 7. (A) 반응시간에 따른 입자의 성장을 보여주는 TEM 이미지 (반응 시간은 각각 3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임.) (B) 성장한 입자
들의 HR-TEM 결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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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나노구조체의 분산 및 입자 형상의 거시적 안

정성에 관련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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