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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pper nano particles have been considered as the materials for conductive ink due to its good thermal, electrical conductivity and
low cost. However, copper nanoparticles oxidize easily, decreasing dispersion stability and electrical conductiv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method to minimize oxidation of copper nano particles to improve its dispersion stability property in copper
nano ink. In this study, copper nano particles were coated with 1-Octanethiol VSAM(Vaporized Self Assembled Multilayers) to prevent
oxidation and coated copper powders were dispersed in conductive ink successfully by studying its relationship of different chain
length of solvents to 1-Octanethiol coating layer to fabricate nano ink. Various alcohol solvents, such as  1-Hexanol, 1-Octanol, and
1-Decanol were used. The coating layer was observed using FESEM and TEM. Furthermore, dispersion of copper nano particles in
nano inks, was characterized using Turbiscan analyzer, viscometer, and contact angle measurement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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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리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열전도성, 전기 전도도를

가진 물질로서 Microelectronic 분야에서 점차 그 중요성

이 커지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이다. 최근에는 구리의 우

수한 물성을 Screen printing, Nano-imprinting, Roll-to-

Roll 그리고 Inkjet Printing(IJP) 등의 기술에 적용하여 가

격절감 및 기존 소재 대비 성능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1-5)

 이 중 Inkjet Printing(IJP) 기술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우수한 공정으로서 저렴한 공정비용

및 저온에서 공정이 가능한 기능성 잉크소재들의 개발을

통해 유연 전자소자(flexible electronics) 기술로의 적용이

큰 장점으로 대두 되고 있다
6)

. 기존의 전도성 잉크소재로

는 전도성이 우수한 Ag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비

싼 가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우수한 물성을 가

진 구리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구리는 자체적인 Passivation layer를 형성하지 못하므로

대기 노출 시 Cu2O 혹은 CuO로 쉽게 산화되는 단점이

존재 한다
7,8)

. 특히 저온 공정을 위해 나노 크기의 구리입

자를 이용하게 되면 산화에 더욱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잉

크로 제작 시 분산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잉크소재로서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 Spray coating, Dip coating, 자기조립박막

(Self-Assembled Monolayer, SAM) 등이 연구되고 있는데,

SAM의 경우 비교적 공정이 간단하고 공정조건에 따라

코팅막 두께의 조절이 용이하다. 자기 조립 박막으로

Alkanethiol(CH2(CH3)nSH) 계열의 물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

다. Alkanethiol 물질중의 하나인 1-Octanethiol(CH2(CH3)7SH)은 말

단의 S가 산화 되지 않은 순수한 금속표면과 공유결합을

통해 금속표면에 자기조립박막을 형성한다. 이러한 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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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표면에 1-Octanethiol 코팅막을 형성할 경우 Cu-S 결

합은 일정 기간 동안 구리 분말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

다
9,10)

. 형성된 1-Octanethiol 자기조립 코팅막은 오존과 산

소를 투과시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구적이지는 못

하다
11)

. 일반적으로 습식 공정을 통해서 자기조립박막을

형성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건식 코팅 방법을 이용하여 구

리 표면에 자기조립 코팅막을 형성하였다. Alkanethiol계

열은 Alchol계열의 물질과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지나 사

슬의 길이와 말단의 결합각 차이로 인해 Alchol계열에 비

해 상대적으로 약한 dipole moment를 가진다. 따라서

Alkanethiol계열과 Alchol계열의 구조적 차이에 의한 특성

이 전도성 잉크로 제조 시 분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

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olyol method를 이용하

여 만든 100 nm 사이즈의 구리 파우더 표면에 산화 방지를

위한 1-octanethiol VASM 코팅막을 형성하여, 1-Octanethiol

코팅막과 용매와의 관계가 분산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잉크의 용매는 Alchol계열 중에서도 1-

Octanthiol (CH2(CH3)7SH)의 체인 길이보다 짧은 1-Hexanol

(CH3(CH2)5OH), 1-Octanthiol과 체인 길이가 비슷한 1-

Octanol (CH3(CH2)7OH), 1-Octanthiol보다 체인 길이가 긴

1-Decanol (CH3(CH2)10OH)을 선택하였다. 구리 파우더의

형상은 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TEM과 XPS 분석을 통

해 구리 표면의 1-Octanethiol 코팅막의 형성 유무를 확인

하고 산화방지막 특성을 가짐을 입증하였다. 1-Octanethiol 코

팅막과 용매의 관계에 의한 분산안정성은 Turbiscan 분석, 점

도 측정 및 contact angle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2. 실험방법

2.1. 1-Octanethiol 산화방지막 코팅 및 전도성 잉크 제조

Polyol method를 이용하여 100 nm 크기의 구리 나노 분

말을 합성하였다. 합성된 구리 표면의 PVP(C6H9NO) 제

거를 위해 Washing 단계를 거쳐 상온에서 건조시켰다.

PVP의 제거는 Table 1의 구리 표면 XPS 성분 정량 분석

평가를 통해 질소양이 최소화된 것을 통해 확인되었다.

구리의 산화방지를 위해 모든 과정은 Ar 분위기의 globe

box내에서 진행하였다. 건조된 구리 파우더는 powder bottle

에 넣어 Fig. 1의 코팅 챔버에 장착한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코팅 챔버는 건식 기상 코팅 장비로서 진공 분위기

에서 기화점이 200
o
C 이하인 유기재료를 기화시켜 나노

크기의 금속 분말의 표면에 nm 수준의 박막을 형성하는

장비이다. 이는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PR과 실리콘의 접

합력을 좋게 하기 위해 사용 되는 Hexamethyl disilazane

(HMDS)의 코팅 원리에 근거를 두고 설계 및 제작되었

다.
12)

 본 코팅 장비는 코팅이 진행되는 진공 챔버, powder

bottle, 1-Octanethiol 용액이 담겨있는 source bottle, 진공

펌프로 구성되어 있다. 코팅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진공챔

버와 source bottle 간의 기압차에 의해 source bottle에서

1-Octanethiol이 기화되어 진공챔버로 유입된다. 유입된 1-

Octanethiol이 powder bottle의 구리 표면에 코팅층을 형성

한다. 고진공(4.0×10
−6

torr)분위기에서 코팅 공정 횟수의

조절을 통해 코팅층의 두께 조절이 가능하며
13)

 본 연구

에서는 5분 6회의 cycle을 선택하였다. 

분산안정성 확인을 위해 잉크는 1-Octanethiol이 코팅된

구리 파우더를 이용하여 1-Hexanol, 1-Octanol, 1-Decanol

을 각각 용매로 사용하였고 10 wt%의 농도로 제조 하였

다. 초기 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15분간 3회 초음파 처

리를 하였다. 

2.2. 특성 평가

Polyol method로 합성된 구리의 형상은 PVP를 제거한

후 SEM 분석 및 XPS 성분 분석을 통해서 확인 하였다.

Fig. 1. Schematic of VSAM co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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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표면의 1-Octanethiol 코팅막 형성은 TEM과 XPS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리표면의 1-Octanethiol

과 용매사이의 관계에의한 분산안정성 평가를 위해 10 wt%

로 잉크를 제조한 뒤, 시간에 따른 잉크의 분산안정성 평

가를 위해 근적외선 투과 및 회절에 의한 분산안정성 측

정(Turbiscan lab, Formulation France)을 3일동안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Turbiscan은 880 nm의 근적외선을

광원으로 사용하여 초기 광원을 100%로 놓고 transmission

(T, %) 값과 backscattering (BS, %) 값을 측정하여 상대적

으로 용액 내부의 분산안정성의 변화를 시료의 높이에 따

라 측정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

적되어 분석이 가능하다. T와 BS는 용액의 입자 크기(d)

와 농도(Φ )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BS값을 통해 역으

로 용액 내의 응집(입자의 크기 증가, aggregation)과 침강

(입자의 이동에 의한 농도변화, sedimentation)의 양상의 파

악이 가능하다.
14)

 BS는 입자의 사이즈가 0.6 um일 때 최

대값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 제조한 잉크의 Turbiscan 결

과에서 BS의 증가는 응집을 나타내고 감소는 침강을 나

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dilute한 용액이 아니기

때문에 T 값은 고려하지 않는다. Turbiscan 분석과 동시

에 점도 측정(LVDV-II +PCP, Brookfield)과 contact angle

측정(Phoenix-300PLUS, Surface Electro Optics)을 진행

하였고 각각 3일동안 3회 시행하여 변화율을 관찰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1-Octanethiol 코팅막

Polyol method로 합성된 구리 표면의 PVP를 벗겨낸 후

의 SEM 분석 결과 평균 100 nm 사이즈의 구리 나노 파

우더가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XPS 분석의 질소 성분의

비율을 통해 구리 표면의 PVP가 대부분 제거됨을 확인

하였다(Table 1).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구리 파우더

표면의 1-Octanethiol 코팅막은 TEM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10 nm로 코팅층이 균일하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

다. 또한 XPS 결과(Fig. 3)를 통해 162 eV의 Cu-S 결합

이 형성되어 구리 파우더 표면에 1-Octanethiol 코팅층이

성공적으로 형성 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은 XPS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를 통해 구리 표면

의 산소 농도가 최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1-

Octanethiol 코팅막이 구리 표면에서 산화를 방지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3.2. 용매에 따른 분산안정성 평가

3.2.1. Turbiscan 분석

Turbiscan 분석 결과는 X축이 시료의 높이를 나타내고

Y축이 상대적인 BS값을 나타낸다(Fig. 4(a)). 초기 측정된

BS값을 기준(zero)으로하여 상대적으로 측정된 BS값

(reference mode)으로 분석하였다. 1-Octanethiol보다 체인

길이가 짧은 1-Hexanol 용매로 만든 잉크의 경우(Fig. 4(b))

Top에서 Middle까지의 BS의 감소는 부분 밀도 감소에 의

해 이미 응집 된 입자(d > 0.6 um)의 침강(sedimentation)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Middle에서의 변화폭이 좁은 것

은 Top에서 침강되는 입자들이 일정 농도를 유지시키기

때문이다. 확대된 모습을 보면 시료 높이에 따라 일정한

Table 1. Quantitative XPS Analysis of 1-Octanethiol Coated

Copper Powders

XPS C O S N Cu

At% 75.70 3.09 8.81 1.15 11.23

Fig. 2. (a) SEM image of copper powders fabricated by Polyol

process, (b) TEM image of 1-Octanethiol coated

copper nanoparticle.

Fig. 3. Quantitative XPS analysis of 1-Octanethiol coated

copper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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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이 아닌 불안정한 곡선형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 구간에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을 의미

한다. 따라서 1-Hexanol 용매 잉크의 경우 이미 초기에 빠

른 응집이 일어남과 동시에 전 범위에 걸쳐서 침강이 진

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Hexanol 용매와 구리표

면의 1-Octanethiol 코팅막과의 관계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Octanethiol과 비슷한 체인길이를 가지는 1-Octanol 용

매 잉크의 경우(Fig. 4(c)) 전체적으로 BS값이 증가하다가

Top 부분에서 BS값이 감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BS의

증가는 0.6 um 이하 크기를 갖는 입자들의 응집에 의한

입자 크기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입

자의 응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Hexanol

용매 잉크에 비해서 middle 부분의 BS값이 안정적인 직

선형태로 증가하는 것으로 미뤄보아 안정적인 분산안정성

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구리 파우더

의 응집이 진행되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Top 부분에

선 침강이 진행되어 BS의 감소가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Octanol 잉크의 경우 1-Hexanol 잉크에 비

해 안정적인 분산안정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Octanethiol 보다 긴 체인길이를 가지는 1-Decanol 용

매 잉크의 경우(Fig. 4(d)) 전체적으로 BS값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나 Middle 부분을 보면 BS값의 증감이 번갈

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Top에선 초기 응집 후 점

차 침강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Middle은 응집과 동시에

침강이 일어나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

로 라인의 모양은 1-Octanol ink와 유사하지만 내부 양상

은 BS의 증감이 번갈아 나타나며 1-Hexanol 용매 잉크와

같이 매우 불안한 분산안정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용매의 잉크에서 Bottom에서 BS값 증가

는 침강에 의한 밀도 증가에 따른 결과로 공통된 양상을

보이지만 1-Hexanol잉크는 전체적으로 침강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므로 분산안정성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1-Hexanol 용매 잉크와 달리 1-Octanol 용매 잉크와

1-Decanol 용매 잉크는 middle 부분에서 응집이 일어나고

Top에서 응집이 진행되다가 점차 침강이 진행되는 비슷

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Middle에서 측정된 BS 그래프

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1-Octanol 용매 잉크

와 1-Decanol 용매 잉크의 분산안정성의 차이점을 확인하

기 위해 Middle 부분의 안정성을 Fig. 5의 시간에 따른

BS값의 변화값(∆BS) 그래프로 살펴보았다. 1-Octanol 용

매 잉크의 경우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응집이 진행되기 때

문에(Fig. 5(a)) ∆BS값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선형 변화를

보이는 반면에 1-Decanol 용매 잉크의 경우(Fig. 5(b)) 시

간에 따라 ∆BS값의 증감이 반목되는 매우 불안정한 모

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1-Octanethiol의 체인길이와 비

슷한 체인 길이를 가지는 1-Octanol 용매 잉크가 가장 안

정적인 분산안정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

과로 보아 구리에 코팅된 octanethiol의 체인 길이와 코팅

된 구리 분말이 분산되는 용매의 체인 길이가 절대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보

여 주듯이 분말이 용액상의 안정적인 분산을 위해서는 용

액의 chain 길이가 코팅 막의 chain 길이가 같아 입자간

의 완벽한 척력 작용을 이용하여 분산이 최대화 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코팅 막의 chain 길이와 용매의 chain 길

이가 같지 않을 경우 코팅된 분말간의 척력이 최소화되

어 분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것이 점도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 Turbiscan analysis for dispersion stability of conductive nano ink using 1-Octanethiol coated copper nano particles in various

solvents (a) schematic of Turbiscan analysis (b) 1-Hexanol based copper ink (c) 1-Octanol based copper ink (d) 1-Decanol

based copper 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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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점도 분석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3일동안 잉크의 점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1-Hexanol이 가장 점도 변화 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점도 7.8 cp에서 3일만에 1-Hexanol

용매 본래의 점도 값인 4.3 cp에 가까운 4.7 cp까지 떨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turbiscan 분석결과와 유사

한 의미를 갖는다. Turbiscan 분석에서 1-Hexanol 용매 잉

크의 경우 전체적으로 침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모

습을 보였다. 즉 초기 1-Hexanol 용매 잉크의 점도 보다

3일 후의 점도 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잉크 전체적

으로 파우더의 침강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1-Octanol 용매 잉크와 1-Decanol 용매 잉크의

경우 1- Hexanol 용매 잉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변화

율을 보인다. 이는 Turbiscan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1-Octanol 잉크의 점도

변화율이 가장 적은 것은 1-Decanol 용매 잉크 보다 안정

적인 분산안정성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3일간의 점도 변화율을 확인한 결과 1-Octanol 용매 잉

크가 가장 낮은 점도 변화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위에서도 언급 되었 듯이 코팅된 분말의 분

산 작용이 용매의 chain 길이에 영향을 미쳐 코팅 막의

chain 길이와 용매의 chain 길이가 같을 경우 서로간의 척

력 작용으로 인해 시간에 따른 점도 변화율이 최소화된

것을 알 수 있다.

3.2.3. Contact angle분석

잉크의 분산안정성에 따른 점도 변화가 surface tension

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Contact angle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다. Contact angle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Turbiscan 분석과 점도 분석에서 보인 양상이 비슷

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3일간 Contact angle의 변화율을 측정한 결과 1-

Octanol 용매 잉크의 변화율이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Turbiscan 분석, 점도 측정 및 contact angle

분석을 종합한 결과 1-Octanol 용매 잉크가 가장 안정적

인 분산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구리 표면의

1-Octanethiol 코팅막의 체인길이와 비슷한 체인 길이를 가

지는 1-Octanol 용매가 잉크의 분산안정성을 유도하는데

가장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코팅막의 종류 따른 용매의 선택이 잉크의 분산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Polyol method를 이용하여100 nm 크기로 합성된 나노

구리 입자의 표면에 건식 코팅 공정을 통해1-Octanethiol

Fig. 5. Turbiscan analysis in the Middle(6~19 mm) portion of

samples for (a) BS and ∆BS analysis of 1-Octanol

based copper ink, and (b) BS and ∆BS analysis of 1-

Decanol based copper ink.

Table 2. Time-dependent Viscosity Variation Result of 10 wt%

Ink using 1-Octanethiol Coated Copper Nano Powders

in Various Solvent

Table 3. Time-dependent Contact Angle Variation Result of

10 wt% Ink using 1-Octanethiol Coated Copper

Nano Powders in Various Sol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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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막을 형성하였고 TEM 분석으로 10 nm 두께로 형성

됨을 확인하였다. XPS 분석을 통해 Cu-S 결합 peak을 확

인하였고 성공적으로 1-Octanethiol 코팅막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산화방지 효과 특성이 보임을 확인하

였다. Thiol 계열이 Alchohol과 비슷한 분자구조를 가지므

로 구리 표면에 코팅한 1-Octanethiol의 체인 길이와

Alchohol 계열의 용매의 체인길이에 의해서 잉크의 분산도

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리표면의 1-Octanethiol

코팅막의 체인길이와 Alchohol 계열 용매의 체인길이 차

이에 의한 분산안정성 평가를 위해서 1-Octanethiol이 코

팅된 구리 파우더로 제조한 잉크의 용매를 1-Hexanol, 1-

Octanol, 1-Decanl로 달리하여 Turbiscan, 점도측정 및

contact angle을 분석하였다. 구리 입자 표면 1-Octanethio

코팅막의 체인 길이와 비슷한 길이를 갖는 1-Octanol 잉

크가 가장 안정된 분산 안정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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