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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젯으로 인쇄된 Drop 형상에 대한 기판 표면처리의 영향
Effect of Surface Treatment on Morphology of Inkjet-printed D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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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잉크젯 기술은 기능성 잉크를 원하는 위치에 미세 체적의 

잉크 Drop으로 분사하여, 패턴을 기판 위에 직접 형성하는 기술이

다. 기판 위에 분사된 잉크 Drop은 건조 및 소결 과정을 거침으로

서 기판 위에 고정되어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1].  
잉크젯 기술을 통하여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쇄하고자 하는 기판과 잉크 간의 계면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기판과 잉크 간의 젖음성(Wettability) 정도에 따라서 기판 

위 잉크의 거동 양상은 달라지며, 이는 Drop 형상의 변화로 이어

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잉크 Drop의 형상은 패턴의 형상 및 프로

파일(Profile)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분사된 Drop
은 기판 위에서 건조 및 소결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패턴을 

형성하기 때문에, 건조과정 및 패터닝에 관련된 공정 변수들이 

미세패턴의 형상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공정을 통하여 기판의 표면에너지를 

조절하여 친수성(Hydrophilic)과 소수성(Hydrophobic) 기판을 각

각 제작하고, 제작된 기판에 기판 온도와 잉크의 중첩 횟수를 

추가적인 공정변수로 적용하여, 각 기판 위에 분사된 잉크 Drop의 

형상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2. 공정변수 및 평가방법

기판의 표면 특성에 따라서 잉크가 기판 위에 놓이게 될 때 

Drop의 퍼짐정도는 달라진다. 동일 체적의 Drop을 기판 위에 

분사하게 된다면, 젖음성이 우수한 기판 위의 Drop은 보다 넓게 

퍼지게 되고, 이러한 Drop은 상대적으로 얇은 두께를 가지게 

될 것이다[2]. 따라서 원하는 패턴의 넓이와 두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젖음성 제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리기판에 플라즈마 처리를 통하여 친수성 

표면과 소수성 표면을 제작하였다. 친수성 기판은 O2 플라즈마 

건식세정과 Ar 플라즈마 활성화 공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제작하였으며, 소수성 기판은 O2 플라즈마 건식세정과 Ar 플라즈

마 활성화 공정 후, C4F8 가스를 이용한 불화탄소 플라즈마 처리를  

통하여 제작하였다. 그리고 제작된 각기 다른 성질의 기판 위에 

잉크 Drop을 분사하여 그 거동을 관찰함으로서, 잉크젯 프린팅 

기술에서 표면처리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사된 잉크 Drop은 기판의 표면에너지에 따라서 상이한 접촉

각을 형성하게 되며, 동시에 건조되기 시작한다[3,4]. 이러한 

접촉각에 따른 Drop의 형상 차이는, 결과적으로 패턴의 형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주변 분위기도 증발 속도나 증발 경향에 

영향을 미쳐 패턴의 형상에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기판의 

온도 증가에 따른 Drop 형상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잉크젯으로 

프린팅된 패턴에서 분위기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 잉크를 통해서는, 한 번의 프린팅만으로 종횡비가 

큰 패턴을 형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전성 패턴을 잉크젯 기술로 

제작하는 경우, 원하는 전기적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중첩 인쇄가 

필요하다. 그리고 길이에 비례하며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전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패턴의 두께를 높이면서도 단면의 

프로파일을 균일하게 형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판의 온도 변화

와 함께, 중첩 횟수에 따른 잉크 Drop 형상의 변화를 관찰하여, 
잉크젯으로 프린팅된 패턴에서 중복 인쇄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표면처리가 다르게 된 각각의 유리 기판들을 

다른 온도의 스테이지 위에 설치하고, 준비된 기판 위로 싱글노즐

헤드를 통하여 Ag 잉크의 Drop 중첩 횟수를 다르게 하면서 프린팅

을 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실험의 공정변수는 Table 1과 같이 

정리하여 나타낼 수 있다. 

Table 1 Process variables
Variables Range

Surface treatment Hydrophilic / Hydrophobic substrate
Stage temperature (℃) Room temperature, 45, 65, 85

The number of superposition 1, 2, 3

그리고 형성된 Drop은 비접촉 3차원 형상 측정기를 통하여 

형상이 측정되었다. 이렇게 얻어진 형상 데이터를 통하여 Drop의 

지름과 높이를 측정하고, 형상을 비교하였다. 또한 Drop 형상의 

평가를 위하여 식 (1)과 같은 무차원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
iance)를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y

1C.V=  +                  (1)
2

yx

x

σσ
μ μ

⎧ ⎫⎪ ⎪
⎨ ⎬
⎪ ⎪⎩ ⎭

where, σx: S.D. of height of X axis.
μx: average of height of X axis.
σy: S.D. of height of Y axis.
μy: average of height of Y axis.

무차원 변이계수(C.V.)는 각 Drop의 형상 데이터에서, X, Y 
두 축의 Drop 높이에 대한 표준편차(S.D.)를 계산하고, 이를 각 

축의 평균 높이로 나누어준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 Drop의 

단면 프로파일에 대한 통계적인 비교를 할 수 있다.

3. 결과 및 고찰

상온 조건/소결 후 상태에서 잉크를 한 방울 분사한 경우의 

Drop 형상을 비교하면, 친수성 표면에서는 소수성 표면에 비하여 

약 2배의 지름 증가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평균 높이는 친수성 

표면에 비하여 소수성 표면에서 약 4배가량 크게 관찰되었다. 
Drop의 지름과 평균 높이의 변화량은 비례하지 않았다. 

각기 다른 특성의 표면에서 스테이지 온도를 증가시키며 한 

방울의 잉크를 분사한 경우의 형상을 관찰하였다. 친수성 표면에

서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Drop의 지름이 감소하게 되지만, 강한 

젖음성으로 인하여 평균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 변화를 관찰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소수성 표면에서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지름은 

증가하다 수렴하게 되며, 평균높이는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소수성 기판에서 기판 온도가 증가할수록 Drop의 

지름이 증가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Drop의 지름은 수렴하는데 평균높이는 계속 감소하는 것은 

온도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잉크 내부에 

포함되어 있던 첨가제들이 추가적으로 증발하게 되고, 이에 의하

여 잉크의 금속 입자들이 보다 치밀화되면서 온도가 낮은 기판에 

비하여 평균높이가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온 조건/소결 후 상태에서 잉크를 한 방울 분사한 경우와 

잉크를 중첩한 경우의 Drop 형상을 관찰/비교하였다. 친수성 

표면에서는 처음 분사된 Drop이 거친 표면을 형성하며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Drop들이 번지지 못하고 그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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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게 되어 중첩에 따른 지름 증가가 작았다. 반대로 소수성 

기판에서는 Drop이 중첩될수록 지름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소수성 표면에서는 첫 Drop의 건조 형상이 친수성에 비하여 

원추형의 양상을 가지기 때문에, 중첩되는 Drop들이 상단에 쌓이

지 못하고 흘러내리게 되어 지름이 증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친수성 표면에서는 중첩에 의한 평균높이의 

증가가 발생하는 반면에, 소수성 표면에서는 중첩이 이루어져도 

쌓이지 못하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평균높이의 증가가 상대적으

로 미약하다. 
이러한 상온의 결과를 통하여, 중첩을 통한 높이의 증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첩되는 잉크 Drop들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판 온도 증가를 통하여 

중첩되는 잉크 Drop들을 급속히 건조시키고, 이에 따른 평균높이

의 증가 경향을 살펴보았다. 친수성 기판에서는 기판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중첩에 의한 평균높이의 증가가 확연하게 확인되었

다. 하지만, 소수성 기판에서는 친수성 기판에 비하여 첫 Drop 
의 형상이 원추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첩이 어렵고, 
이로 인하여 85℃에서야 중첩에 의한 평균높이의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정리하면 Fig.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1 Variation of drop morphology with substrate temperature and
the number of superimposition after sintering: 

(a) hydrophilic substrate and (b) hydrophobic substrate

또한 기판의 표면 특성, 기판 온도, 그리고 잉크 Drop의 중첩 

횟수에 따라서, Drop의 단면 프로파일의 변화를 무차원 변이계수

(C.V.)로써 평가하고 그 결과를 Fig. 2와 같이 나타내었다. 무차원 

변이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단면 프로파일이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는 우수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무차원 변이계수는 Drop의 

높이 표준편차가 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Drop의 단면 프로파

일이 불균일하게 형성될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된다. 전체적으로 

무차원 변이계수의 변화 경향은 Drop의 평균높이의 경향과 유사

하게 나타났다. 
친수성 기판의 무차원 변이계수가 소수성 기판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는 것은 친수성 기판의 잉크 Drop이 넓게 퍼짐으로서, 
Drop에 소량 포함되어 있는 잉크의 입자들이 전체적으로 균일하

게 분포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소결 후에 

발생하는 패턴 붕괴 현상이 국부적으로 발생되고, 이러한 국부적 

패턴 붕괴가 패턴의 단면에 Peak와 같은 형상을 만들게 되면서 

무차원 변이계수의 값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소수성 

기판에서는 큰 접촉각으로 인하여 잉크의 금속 입자들이 집결됨

으로써, 소결 후 발생하는 패턴 붕괴가 상대적으로 균일하게 

발생하여 무차원 변이계수의 값이 작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친수성/소수성 기판 모두에서, 기판의 온도가 상승할수록 

잉크 Drop의 중첩 횟수 증가에 따른 무차원 변이계수 값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고온에서는 Drop이 흘러내리지 않고 쌓이면서 

Drop의 형상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 2 Variation of coefficient of variation: 
(a) hydrophilic substrate and (b) hydrophobic substrate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표면 특성이 다른 기판에서 기판의 온도 변화와 

함께 잉크의 중첩 횟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Drop 형상을 관찰하였

다. 또한 제안한 무차원 변이계수를 통하여 프린팅된 Drop의 

단면 프로파일에 대한 영향도 관찰하였다. 그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친수성 기판은 미세폭을 가지는 패턴을 형성시키기에 적합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기판 온도의 상승은 잉크의 급격한 

증발/건조를 유발하여 패턴의 형상뿐만이 아니라 패턴 단면의 

프로파일에도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 
2. 기판의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중첩 인쇄를 통한 패턴의 

두께 상승을 얻을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판 온도 상승이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 온도가 증가할수록 중첩 인쇄에 따른 단면 프로파일이 불균

일해지지만, 미세폭을 가지면서 종횡비가 큰 패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의 전체적인 평가는 보다 우수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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