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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ong the various roll-to-roll printing technologies such as gravure, gravure-offset, and reverse offset printing,

reverse offset printing has the advantage of fine patterning, with less than 5 µm line width. However, it involves complex

processes, consisting of 1) the coating process, 2) the off process, 3) the patterning process, and 4) the set process of the ink.

Each process demands various ink properties, including viscosity, surface tension, stickiness, and adhesion with substrate or

cliché; these properties are critical factors for the printing quality of fine patterning. In this study, Ag nano ink was developed

for reverse offset printing and the effect of polyvinylpyrrolidone(PVP), used as a capping agent of Ag nano particles, on the

printing quality was investigated. Ag nano particles with a diameter of ~60 nm were synthesized using the conventional polyol

synthesis process. Ethanol and ethylene glycol monopropyl ether(EGPE) were used together as the main solvent in order to

control the drying and absorption of the solvents during the printing process. The rheological behavior, especially ink adhesion

and stickiness, was controlled with washing processes that have an effect on the offset process and that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fine patterning. The electrical and thermal behavior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content of PVP in the Ag ink. Finally,

an Ag mesh pattern with a line width of 10 µm was printed using reverse offset printing; this printing showed an electrical

resistivity of 36 µΩ·cm after sintering at 2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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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쇄 전자(printed Electronics) 기술이란 잉크 소재 및

인쇄 공정을 이용하여 다양한 전자 소자를 제작하는 기

술을 의미한다. 인쇄 전자 기술은 기존의 반도체 공정

에 비해 공정이 간단하고 재료 소모가 적으며 투자비용

또한 낮은 장점이 있다.1) 최근에는 그라비아, 그라비아

오프셋, 리버스 오프셋과 같은 롤투롤 기반의 연속 인

쇄 공정을 이용한 전자소자 또는 디스플레이 소자의 제

작에 대한 연구가 학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수

행되고 있다.2-6) 특히 리버스 오프셋 인쇄는 그라비아, 그

라비아 오프셋 인쇄와 비교하여 미세 선폭 구현이 유리

한 반면 복잡한 잉크의 전이 공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잉

크의 입자 함량, 용매, 첨가제 등을 조절하여 잉크 물

성을 연구하는 것이 인쇄 전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은(Ag)를 비롯한 금(Au), 구리(Cu) 등 여러 금속 나노

잉크는 높은 전도도와 입자 안정성 및 낮은 온도에서 소

결이 가능하여 전극, 배선라인을 형성하는데 사용된다.7-11)

특히, 은은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고, 구리보다 산화 문

제에 있어 안정적인 반면 가격 경쟁력이 낮아 고기능,

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은 입자 합성에는 에어로젤 열 분해 방법,12) 기

체 환원법,13) 공침법14) 등이 있으며, 에틸렌 글리콜 등의

폴리올 용매에 polyvinylpyrrolidone(PVP)등의 안정화제

(capping agent)를 첨가하여 은 입자를 합성하는 폴리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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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다.15) 폴리올 법은 반응 온도 조절을 통한 키네

틱(kinetic)조절이 용이하고, 대량 합성이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다.16) 또한, 안정화제로써 aminopropyltriethoxys-

ilane(APS),17) cetyltriethylammonium bromide(CTAB),18-20)

PVP 등의 고분자가 사용되며 이들은 입자의 성장과 분

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PVP는 분자 구

조상 −OH 그룹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용액에서 분산이

매우 잘되는 성질이 있으며 은 입자와 친화력이 강하여

은 입자의 분산을 용이하게 해주므로21) 전도성 잉크에서

필요로 하는 입자의 분산과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입자의 분산은 잉크의 저장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은 잉크의 점도 및 응집력, 접착력과 같은 잉

크의 물성에 영향을 준다. 응집력과 접착력은 접촉식 인

쇄에서 잉크의 오프셋에 필요한 물성이며, 첨가제를 사

용하여 조절 가능하다. 특히, 응집력과 접착력을 조절 하

기 위해서 polyurethane(PU),22) Aluminum acetylacetonate

(AIACA),23) Poly(vinyl chloride)23) 등과 같은 유기 폴리

머(organic polymer)를 사용하여 입자의 분산에 따른 입

자의 응집력과 접착력을 조절 할 수 있다. 그러나 첨가

제 사용 외 응집력과 접착력은 잉크에 잔류하는 PVP의

함량에도 영향을 받으며, 과량의 PVP는 잉크에 잔류하

는 프리 폴리머(free polymer)를 증가시켜 저항을 높이

므로 150oC 이하의 저온 소결을 필요로 하는 잉크에 영

향을 준다. 그러므로 은 나노 잉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자를 분산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PVP함량을 필요로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은(Ag) 입자 합성에 사용하는 poly-

vinylpyrrolidone(PVP) 함량이 리버스 오프셋 인쇄를 하

기 위한 응집력 및 접착력, 점도 등의 잉크의 물성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2.1 은 나노 입자 합성 및 세정

질산은(AgNO3)이 에틸렌 글리콜에 용해되어 있는 용

액(1.766M, 50 ml) 및 PVP가 에틸렌 글리콜에 용해되

어 있는 용액(0.711M, 700 ml)을 준비한 후 두 용액을

혼합하여 165oC에서 3분 동안 교반하여 반응시킨다. 

반응이 끝난 은 나노 입자 용액에 아세톤과 tetrahydro-

furan(THF)을 첨가하고 원심분리(4000rpm, 20분) 하여

상등액을 제거한 후 침전물을 에탄올에 재 분산시키는

세정 과정을 하였다. 다시 아세톤과 THF를 첨가한 후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PVP의

함량을 조절 하였으며, 잉크에 필요한 순수한 은 나노

입자를 얻었다. 

2.2 은(Ag) 잉크

은 나노 입자 침전물을 주 용매인 ethylene glycol mono-

propyl ether(EGPE, Sigma Aldrich, 99.4%) 및 에탄올에

분산시키고 잉크의 건조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1-methyl-

2-pyrrolidinone(NMP, Sigma Aldrich, 99.5%)를 사용하여

30wt%의 은 나노 잉크를 제조하였다. 첨가제(additive)로

플루오린계 고분자를 사용하여 입자를 분산시켰으며, 접

착제(tackifier) 고분자를 사용하여 기판과 잉크의 접착을

조절하였다.

2.3 리버스 오프셋 인쇄를 이용한 미세 배선 제작

사용한 리버스 오프셋 프린팅은 Fig. 1에 나타내었

다. 리버스 오프셋 인쇄 공정은 1) polydimethysiloxane

(PDMS)에 잉크를 스핀 코팅하는 코팅 과정(coating pro-

cess), 2) PDMS에서 롤 블랑켓(Roll blanket)으로 전이

되는 오프 과정(off process), 3) 롤 블랑켓에서 제판로

전이되 패턴을 형성하는 패터닝 과정(patterning process),

4) 롤 블랑켓에 남아있는 잉크가 기판에 전이되는 셋 과

정(set process)으로 진행된다. 리버스 오프셋 프린팅은 접

촉식 방식이므로 공정이 진행되는 속도와 기판에 닿는

압력의 조절이 중요하며 리버스 오프셋 공정 시 속도와

압력은 Table 1과 같다.

2.4 은 잉크의 특성 분석

은 입자를 에탄올에 분산 시킨 후 Particle size analy-

sis(S3500, Microtrac, Korea)을 통해 입자 크기를 정량

분석하였으며, 구리 테이프(cupper tape)에 시료를 올려 에

Fig. 1. Reverse offset printing equipment.

Table 1. Processing parameters of reverse offset printing.

Velocity(mm/s) Pressure(Kgf)

Off-process 2.5 6

Patterning process 5 3

Set process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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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올을 12시간 건조시킨 후 SEM(s-4800, Hitachi, Japan)

으로 입자의 모양과 크기를 관찰하였다. PVP의 함량에 따

른 점도 측정은 Rheometer(HAAKE MARS, Germany)를

이용하였으며, 에탄올에 분산시킨 은 나노 입자를 10~100

s−1 까지의 전단 속도에 따라 잉크의 점도를 확인하였다.

TGA(Setsys 16/18, Setaram, France) 열 분석의 시료는

잉크를 건조시켜 반고체화하여, 에어(air)상태에서 10oC/min

의 승온 온도로 50oC에서 600oC까지 측정하였다. 또한

PVP가 캡핑 된 은 입자의 화학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IR분석(FT-IR,Perkin-Elmer,spectrum100)을 하였다. 에탄올

에 분산시킨 ~60 nm의 은 입자(0.01M)의 분산성은 제타

포텐셜(Zetasizer nano series, Malvern, UK)로 측정하다.

3. 결과 및 고찰

은 나노 입자의 폴리올 법 합성에서 질산은(AgNO3)은

전구체로 작용한다. 에틸렌 글리콜 용매 내에서 이온화된

Ag+가 Ag0로 환원되면서 핵 생성 및 입자 성장이 진행

되며, 일반적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24)

2HOCH2CH2OH → 2CH3CHO + 2H2O (1)

AgNO3→ Ag+ + NO3
− (2)

2Ag+ + 2CH3CHO → CH3CHO-OHCCH3 + 2Ag + 2H+ (3)

에틸렌 글리콜이 산화에 의해 글리콜 알데히드로 분해

되며(1), 질산은은 은 이온으로 이온화한다(2). 글리콜 알

데히드는 환원제 역할을 하고 이때 은 이온이 환원되어

Ag 핵을 형성한다(3). Ag 입자의 성장은 Ag 핵 주변의

농도가 많으면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주변의 농도가

감소하면서 오스왈드 라이프닝(ostwald ripening)에 의해

느린 속도의 성장을 진행하게 된다.24) 반응 온도, 반응

시간, 질산은과 PVP의 농도 등에 따라 입자의 크기 및

모양이 영향을 받으며, 폴리올 법에 사용한 PVP는 안

정화제로서 PVP의 N원자와 Ag(core)의 결합으로 코어

셀(core shell) 구조를 형성하여 입자를 보호하게 되고,25)

PVP층의 반발력에 의해 입자의 분산 안정성을 제공한

다. Fig. 2(a) 와 (b)는 PVP 그리고 PVP가 캡핑(capping)

된 실버 입자의 FT-IR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1643 cm−1

에서의 C=O 피크는 변화가 없으며, PVP의 C-N 피크에

해당하는 1019 cm−1 와 1075 cm−1 의 피크는 1077 cm−1 로

이동함을 캡핑된 실버 입자의 스펙트럼을 보면 알 수 있

다. 이것은 C-N 결합에서 N원자가 실버 입자의 표면에

결합되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

응 시간을 3분으로 하여 입자의 크기를 조절하였으며, 입

Fig. 2. FT-IR spectrum of (a) PVP and (b) silver nanoparticles.

Fig. 3. (a) SEM image and (b) size distribution of silver nano

particles.

Fig. 4. PVP content and viscosity with washing times.



PVP(polyvinylpyrrolidone)가 리버스 오프셋용 은 나노 잉크 물성에 미치는 영향 479

도 및 입자 모양 분석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은

나노 입자의 평균 입도는 ~60 nm였으며 원형으로 균일하

게 합성되었음을 SEM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입자의 분산은 잉크의 저장안정성 및 잉크의 물성에 중

요한 역할을 하며, PVP가 흡착된 은 나노 입자의 분산

은 점도 분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분산 안정성이

좋은 잉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PVP의 양 조절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 합성 후 세정을 통해 PVP의 함량을 조

절하였다. PVP의 함량은 450oC 열처리 전후의 무게 변

화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함량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세정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증가

할 경우 PVP 함량이 7.1 wt%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

고, 잉크의 점도 또한 22.25cP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

다. 이는 은 나노 입자에 흡착되지 못한 여분의 PVP가

이웃한 입자와의 응집을 유도함으로써 분산을 저해하여

점도를 높이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정 횟수

가 4회 이상 증가할 경우 PVP 함량은 0.89 wt%까지 낮

아지지만, 점도는 오히려 48.6cP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인다. PVP 함량이 부족할 경우 입자의 분산이 불안정

해 지고 이웃한 입자와의 응집이 유도됨에 따라 점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입자를 분산 시킬 수 있

는 최소한의 PVP 함량 조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30 wt%의 은 나노 잉크 세정 공정을 3회로

설정하여 잉크화를 진행하였으며 정확한 함량은 TGA 열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Fig. 5(a)는 사용한 PVP의 열

분석 결과로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PVP의 -C-N- 및

-C-H-, -C=O- 결합이 끊어지고 400oC 이상에서 주요한

분해가 발행하여 무게 감소가 급속도로 이루어 짐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5(b)는 2회 및 3회 세정한 은 나노

입자의 실제 PVP함량을 보여 주며 100oC~600oC 사이에

서 각각 약 5.4 wt%, 4.2 wt%의 PVP 함량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열분석 결과는 은 나노 잉크의 후열

처리 공정 시 PVP 분해를 예측하고 인쇄 박막의 전기

적, 기계적 물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입자를 분산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PVP 함량만을 사

용하여 잉크를 제조할 경우 분산 및 저장 안정성이 떨

어질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산제를

활용하였다. 분산제 또한 콜로이드 용액의 분산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안정화제와는 달리 입자의 표면을 완

전히 감싸지 않으므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나노

입자 사이의 불순물로 작용하게 되어 저항을 높일 수 있

으므로 최적화가 필요하다.26) 분산제로 플루오린 계열의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Fig. 6와 같이 잉크의 점도 변화

를 관찰하였다. 잉크의 점도는 5.4 wt% PVP 함량의 잉

크는 22.5cP에서 10.5cP로 감소하였고, 4.2 wt% PVP 함

량의 잉크는 46.6cP에서 5cP로 감소하였다. 분산제 첨가

에 따라 점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첨

가한 분산제가 이웃한 입자와의 반발력을 증가시켜 입자

의 분산을 안정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입자를 분산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PVP 함량(4.2 wt%)을 포함한 은

Fig. 5. TGA analysis of (a) PVP and (b) silver nano particles.

Fig. 6. Rheological behavior of inks with the PVP contents of 4.2

wt% and 5.4 wt%, where shear rate is 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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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의 제타 포텐셜은 −7.83 mV이며, 분산제의 사용으로

입자와의 반발력을 증가시킨 결과 −12.1 mV의 제타 포

텐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불안정한 입자를 분산제의

사용으로 입자의 반발력을 증대시켰으며 잉크의 분산 안

정성이 증가하는 것을 Fig.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VP 함량이 잉크의 물성에 영향을 주며, 잉크와 기판

과의 접착력과 입자간의 응집력을 리버스 오프셋으로 패

턴을 인쇄하여 평가하였다. Fig. 8(a)는 5.4 wt% PVP 함

량의 잉크로 리버스 오프셋 인쇄한 결과이다. 잉크에서의

PVP 함량의 증가로 입자간의 응집력 및 기판과의 접착

력 증가로 패터닝 과정에서 잉크의 오프와 셋에 영향을

주므로 잉크 전이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PVP 함

량이 4.2 wt%인 잉크를 리버스 오프셋으로 10 µm의 메

쉬를 Fig. 8(b)와 같이 선명하게 인쇄하였으며 미세패턴

을 인쇄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PVP 함량이 필요함을 확

인 할 수 있다. 

인쇄된 은 나노 잉크는 200oC에서 열처리하여 PVP함

량이 전기 전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PVP를 각

각 4.2 wt% 및 5.4 wt% 함유한 잉크의 열처리 시간 변

화에 따른 비저항을 Fig. 9에 나타내었다. 열처리 과정은

잉크에 사용한 용매, 첨가제 및 입자에 흡착된 PVP를 제

거하고 입자와 입자 사이를 소결하게 되어 전기 전도성

을 보인다.27) PVP함량이 4.2 wt%인 잉크는 10분 열처리

시 62.0 µΩ·Cm의 비저항을 보인 반면, PVP 함량이 5.4

wt%인 잉크는 전기가 통하지 않았다. 30분 이상 열처리

시 4.2 wt%인 잉크는 44.03 µΩ·Cm까지 감소하였으며,

PVP 함량이 5.4 wt%인 잉크와는 51.78 µΩ·Cm 만큼의

비저항의 차이를 보였다. 50분 이상에서는 저항의 차이

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때 PVP 4.2 wt% 함

량의 은 잉크는 36.25 µΩ·Cm 를 보였다. Fig. 5의 TGA

열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200oC 열처리 시에는

열분해로 인한 PVP의 무게 감소가 매우 작기 때문에 많

은 양의 PVP가 잔류하게 되므로 낮은 비저항을 갖기 위

해서는 초기 잉크에 함유된 PVP를 최소한의 양으로 조

절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Fig. 10(a),(b)는 200도에서 30분 열처리 했을 때 표면

을 SEM으로 확인한 결과이며, PVP의 함량이 입자들의

소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PVP 함량이 4.2 wt%인

잉크는 입자의 네킹(necking)이 진행되면서 입자 성장을

관찰할 수 있으나, PVP 함량이 5.4 wt%인 표면에 유기

물이 잔류하여 소결이 지연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

다. 때문에 Fig. 9에서 PVP함량이 높은 경우 비저항 감

소가 지연된 것은 잔류한 PVP 때문임을 열 분석 결과

와 함께 판단할 수 있었다. 

Fig. 9. Electrical resistivity of printed Ag inks with sintering time,

where sintering temperature is 200
o

C.

Fig. 10. SEM images of reverse-offset printed Ag ink containing (a)

5.4 wt% and (b) 4.2 wt% of PVP after heat treatments at 200oC for

30min.

Fig. 7. Zeta potential of silver nanoparticles with (a) no dispersant

and (b) fluorine dispersant.

Fig. 8. Optical images of reverse-offset printed Ag ink containing

(a) 5.4 wt% and (b) 4.2 wt% PVP,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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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폴리올 법으로 ~60 nm 크기의 은 나노 입자를 합성

하였으며, 입자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첨가하는 안정화제

인 PVP가 점도, 기판과의 접착력 및 응집력과 같은 잉

크의 물성을 변화시키므로 패터닝 과정에서 잉크의 전이

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비저항의 증가 및 소결 시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은 입자를 분산시킬 수 있

는 최소한의 PVP 함량만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PVP

함량이 4.2 wt%인 은 잉크에 적절한 용매 및 첨가제의

사용으로 최적의 잉크를 만들었다. 리버스 오프셋 인쇄를

이용하여 200oC에서 60분 열처리 했을 시 저항은 36.25

µΩ·Cm를 보이는 10 µm의 메쉬(mesh) 패턴을 인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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