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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Cu 나노입자 잉크에서 Poly(styrene-co-maleic acid) 접착 증진제가 
잉크 레올로지와 인쇄패턴의 접착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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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a decade, solution-processed functional materials and various printing technologies have attracted increasingly

the significant interest in realizing low-cost flexible electronics. In this study, Cu nanoparticles are synthesized via the chemical

reduction of Cu ions under inert atmosphere. To prevent interparticle agglomeration and surface oxidation, oleic acid is

incorporated as a surface capping molecule and hydrazine is used as a reducing agent. To endow water-compatibility, the surface

of synthesized Cu nanoparticles is modified by a mixture of carboxyl-terminated anionic polyelectrolyte and polyoxylethylene

oleylamine ether. For reducing the surface tension and the evaporation rate of aqueous Cu nanoparticle inks, the solvent

composition of Cu nanoparticle ink is designed as DI water:2-methoxy ethanol:glycerol:ethylene glycol = 50:20:5:25 wt%. The

effects of poly(styrene-co-maleic acid) as an adhesion promoter(AP) on rheology of aqueous Cu nanoparticle inks and adhesion

of Cu pattern printed on polyimid films are investigated. The 40 wt% aqueous Cu nanoparticle inks with 0.5 wt% of

Poly(styrene-co-maleic acid) show the “Newtonian flow” and has a low viscosity under 10 mPa·S, which is applicable to inkjet

printing. The Cu patterns with a linewidth of 50~60 μm are successfully fabricated. With the addition of Poly(styrene-co-maleic

acid), the adhesion of printed Cu patterns on polyimid films is superior to those of patterns prepared from Poly(styrene-co-

maleic acid)-free inks. The resistivities of Cu films are measured to be 10~15 μΩ·cm at annealing temperature of 3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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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저가격의 유연전자를 가능하게 할 여러 인쇄기술

과 용액공정의 기능성 물질은 다양한 범위의 응용에 사

용할 목적으로 주목할 만한 관심을 끌고 있다.1-5) 인쇄

기술 가운데 잉크젯 프린팅은 특별히 용액도포나 기능

성 물질을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특별히

매력 있는 기술이다.6-8) 최근 금, 은, Cu와 같은 금속 나

노입자는 높은 전도도와(105S/cm) 낮은 온도의 공정안

정성 때문에 유망한 기능성 도체잉크 재료로 연구되고

있다.

금속입자의 크기가 수십 나노크기로 작아짐에 따라 높

은 표면에너지 때문에 용융온도가 갑자기 낮아지고,9) 이

는 플라스틱 기판과 같은 낮은 공정온도에서도 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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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막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특별히 Cu는 금이

나 은에 비하여 매우 저렴하면서 높은 전도도를 가지고

있는 도체물질이다. 그러나 잉크제조, 프린팅과 열처리 등

의 추가 공정에서 더 이상의 산화를 방지할 최소의 표

면산화층을 갖는 Cu 나노입자의 합성이 매우 어렵기 때

문에, 잉크젯 프린팅용 Cu 나노입자 기반의 도체 잉크

의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10-12) 초기에 도체잉크용 Cu

나노입자는 바람직하지 않은 산화를 막기 위해 불활성

분위기 아래 유기용매(비수계)에서 합성이 이루어졌다. 유

기용매에서 용해 가능한 캐핑제가 사용되어 나노입자는

결과적으로 유기용매에서만 분산이 가능해지게 된다.

많은 전자분야 응용은 아래층에 큰 영향을 받는 다층

도포나 다층 표면형상제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잉크젯프

린팅 기술을 유연전자에 적용하기 위해 커피링 패턴 제

거 등 균일한 표면형상제어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그

러나 기존의 낮은 표면장력을 가지고 있는 유기용매 기

반의 도체 Cu 나노입자 잉크의 경우는 높은 접촉각을

얻는 데 한계를 갖거나 “커피링 패턴” 형성을 방지할 수

력학적 흐름(hydrodynamic flow)을 조절하기 어렵다. 커

피링 패턴을 제거하는 최적의 방법은 말랑고니 흐름

(Marangoni flow)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는 낮은 비점

과 높은 표면장력을 갖는 용매를 주입하는 것이다.13-14)

말랑고니 흐름의 크기는 다른 용매들 사이의 다른 비점

의 차이에 비례한다. 그리고 이는 인쇄표면의 형상을 결

정하게 된다. 이 때 금속 나노입자를 분산시키는 역할

을 할 유기용매를 찾기가 쉽지 않다.

반면, 수계 용매계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결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1) 물은 매우 높은 표면 장력을 가지

고 있고, 물과 섞일 수 있는 다른 표면장력을 갖는 용

매가 다양하다. 따라서 수계용매의 표면장력을 적절히 제

어할 수 있어서, 폭이 좁은 패턴이 가능한 높은 접촉각

을 제어할 수 있다. (2) 물은 말랑고니 흐름을 만드는

데 적절한 용매이다, 즉 물의 비점이 100 oC이고 많은

섞일 수 있는 용매들은 100 oC보다 높은 비점을 갖고 낮

은 표면장력을 가지고 있다. (3) 물은 고분자전해질을 사

용 가능하게 하는 분산매체이다. 고분자전해질은 물에서

해리되어 하전을 띤 고분자를 만들어, 전기이중층의 정

전기적 반발과 입체장해를 겸한 우수한 분산안정성을 제

공한다. 유기용매 기반의 잉크의 분산기구는 하나의 입

체장해 반발력에 의해 지배 받아서, 장기적 분산안정성

을 얻기 위해서는 표면화학적으로 숙련된 디자인이 필

요하다.

수계 용매계는 단가가 효과적이면서 환경친화적이다. 그

러나 유기용매계 잉크를 극복할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물에서 Cu 나노입자 합성이 보고되고 있

지만, Cu 나노입자의 표면산화 때문에 잉크젯 프린팅용

수계 기반 Cu 나노입자 잉크에 대한 보고가 거의 없다.15)

인쇄한 Cu 패턴의 전도도는 표면산화층의 두께에 비례

하여 수계합성에서 전자응용 수준에서 표면산화층 형성

의 억제는 매우 도전적이다. 최근 Cu 입자표면에 치밀한

은 쉘(껍데기)을 형성하여 산화 안정성을 부여하는 수계

은코팅 Cu 나노입자의 합성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부

가적인 쉘 층을 도입할 추가 반응이 필요하고 은 쉘은

소결공정에서 가열에서 불안정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팀에서는 물에 용해 가능한 Cu 나노입자를 사

용하여 수계 베이스의 도체 Cu 잉크 연구를 처음 보고

한 바 있으며, 인쇄한 패턴의 미세구조와 전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수계 Cu 나노입자 잉크의 용매 조

성을 디자인하였고 이를 보고한 바 있다.1) 더욱 X-ray

형광 분석기법(XPS)을 이용하여 입자표면의 산화층 관

찰과 Cu 패턴의 전도도를 확인하여 제조한 Cu 나노입

자 잉크의 장기 안정성을 확인한 바 있다.1)

수계 Cu 나노입자 잉크의 실용화 및 친환경 유연전자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폴리이미드 필름(PI)과 Cu 인쇄

패턴의 접착력 향상이 필요하다. Cu 패턴의 접착력 증

진을 위한 고분자 첨가제를 잉크에 첨가하여 잉크젯팅

이 가능한 잉크를 제조하고, 배선의 접착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쇄한 Cu 패턴의

접착증진 특성을 개선하고자 접착증진제의 첨가가 Cu 나

노입자 잉크의 레올로지에 미치는 영향과 접착력 증진

효과, 그리고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고하고

자 한다.

2. 실험 방법

2.1 수계 분산 가능한 Cu 나노입자 제조

Cu 나노입자는 Cu 이온을 톨루엔(C6H5CH3, Aldrich,

anhydrous 99.8 %)에 녹이고 불활성 분위기에서 화학적

환원법으로 합성하였다. 입자들 사이의 응집과 표면 산화

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레익산(C18H34O2, Aldrich, 99 %)을

캐핑제로 그리고 하이드라진(NH2NH2, Junsei, 98 %)을 환

원제로 사용하였다. 16,6 g의 Cu 아세테이트(Cu(CO2CH3)2,

Aldrich, 98 %), 10 g의 올레익산 그리고, 16.6 g의 하이

드라진을 100 mL의 톨루엔이 담긴 3구 플라스크에 넣

었다. 플라스크는 환류 컨덴서와 기계적 혼합이 가능한

스터러를 장착하였고, 용액은 질소 가스를 적어도 30분

흘려준 후에 100 oC로 올려주었다. 반응은 120분 유지한

후 실온으로 냉각하였다. 그리고 합성한 Cu 나노입자는

에탄올로 세척 후 원심 분리하였다. 

물 분산매와 상용성을 주기 위하여 합성한 Cu 나노입

자의 표면을 개질하였다. 즉 Cu 나노입자를 메탄올 용

액에 6 wt% 카복실 말단기의 음이온성 고분자 전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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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wt% 폴리옥시에틸렌 오릴아민 이서(Wako, Mw= 1,000),

그리고 옥살산(C2H2O4, Aldrich, 99 %)의 혼합액에 침적

하였다. 질소분위기에서 30분 반응 후 표면이 개질된 Cu

나노입자를 메탄올로 세척하고 원심분리기로 분리하여 증

류수에도 분산이 가능한 Cu 나노입자를 제조하였다. 결

과적으로 Cu 나노입자는 톨루엔 뿐만 아니라 수계분산

매에서도 잘 분산되었다.

2.2 수계 Cu 잉크 제조 및 잉크젯 프린팅

수계 Cu 나노입자 잉크를 제조하기 위하여 표면개질한

Cu 나노입자를 증류수에 2-메톡시에탄올(C3H8O2, Aldrich,

99 %), 에틸렌글리콜(EG, C2H6O2, Aldrich, 99 %) 그리

고 글리세롤(C3H5(OH)3, Aldrich, > 99.5 %)을 첨가하여

잉크의 표면장력과 수계 Cu 나노입자 잉크 용매의 증

발속도를 조절하였다. 물과 함께 가능한 용액의 조성 범

위는 2-메톡시에탄올, 에틸렌글리콜, 글리세롤은 각각

10~25 wt%, 10~45 wt%, 그리고 5 wt%이었다. 이중 대

표적인 조성은 증류수: 2-메톡시에탄올: 에틸렌글리콜: 글

리세롤 = 50: 20: 25: 5(wt%)이다. 수계 Cu 나노입자 잉

크의 농도는 40 wt%이고, 제조한 잉크는 1시간 볼밀링 하

고 Cu 전도성 잉크를 폴리이미드 필름(Kapton, Dupont)

위에 잉크젯 프린터로 프린팅하였다. 본 연구에서 폴리

이미드 필름 위의 Cu 나노입자 잉크의 접촉각은 30도

~40도로 균일하였으며, 기판의 온도는 25 oC로 유지하였

다. 프린터는 DOD(drop-on-demand) 타입의 피에조 잉

크젯 노즐(Microfab Technologies, Inc. Plano, TX)을 장

착하였고, 노즐직경은 30 μm와 50 μm의 것을 사용하였

다. 잉크젯팅한 Cu 나노입자 필름은 진공상태에서 100 oC

~ 350 oC에서 30분간 열처리하였다.

2.3 특성평가

합성한 Cu 나노입자의 크기와 형상 그리고 Cu 패턴

의 열처리 후 미세조직은 주사전자현미경(SEM, JSM-

6700, JEOL)과 투과전자현미경(TEM, JEM-4010, JEOL)

을 사용하였다. Cu 나노입자의 결정구조 확인은 X-ray

분광기(D/MAX-2200 V, Rigaku)를 사용하였다. Cu 나노

입자와 인쇄한 패턴의 화학적 구조분석은 X-ray 형광분

광기(XPS, K-Alpha, Thermo Fisher Scientific)를 사용하였

다. 수계 Cu 나노입자 잉크의 점도 및 레올로지 평가는

Modular Compact Rheometer System(MCR101, Anton

Paar)을 이용하였다. 수계 Cu 나노입자 잉크의 접촉각 측

정은 동적접촉각 측정기(SEO 300, SEO, Korea)를 사용

하였다. Cu 나노입자 잉크의 인쇄한 패터닝의 저항과 단

면 형상 관찰은 4 단자침을 장착한 반도체 특성평가기

(Keithley 4200, Keithley)와 레이져 스캐너를 장착한 콘

포컬 현미경(LEXT OLS3000, Olympus)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접착 증진제가 수계 Cu 나노입자 잉크 레올로

지에 미치는 영향

사용한 Cu 나노입자는 Fig. 1과 같이, 입자의 크기는

약 40 nm이고, 표면에는 산화층과 캡핑제의 층이 약 4

nm 두께로 관찰이 되었다. 이러한 산화층은 전체 Cu 나

노입자에 대하여 약 20 mol%로 장기간 잉크의 산화 안

정성을 제공하여 잉크젯 프린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인쇄한 Cu 패턴을 열처리 후에는 높은

전기전도도를 갖게 하는 것에 대하여 보고하였다.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수계 Cu 잉크는 40 wt%

Cu 나노입자 잉크이고 용매중 물의 함량은 50 wt%, 나

머지는 2-메톡시에탄올, 에틸렌글리콜, 글리세롤을 포함

하고 있다. 폴리이미드 필름과 Cu 패턴의 접착력 향상

을 위한 바인더 탐색 및 첨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수계

Cu 나노입자 잉크의 실용화를 위하여 폴리이미드 필름

(PI)과 Cu 패턴의 접착력 증진을 위한 고분자 첨가제가

필요하다. 인쇄된 Cu 패턴과 PI 필름의 계면은 분자구

조가 전혀 달라 접착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접착의 기

구는 서로 다른 계면의 반데르발스 인력 혹은 계면에 유

사한 분자를 배치함으로서 분자간력을 제공하여 접착력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접착 증진제(adhesion promoter:

AP)의 조건으로는 접착하고자 하는 PI 베이스 필름과 유

사한 분자구조의 고분자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를 베

이스 필름에 코팅하거나 잉크에 첨가하는 방법이 있다. 잉

크에 첨가하는 경우에는 잉크젯 프린팅용 잉크의 점성

거동, 접착거동, 그리고 비저항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

인이 필요하다.16-17)

본 연구에서는 AP를 잉크의 조성에 첨가하여 잉크젯

팅이 가능한 잉크를 제조하고, 배선의 접착력을 증진할 수

있으면 매우 좋다. 더욱 접착제 증진제가 고농도 Cu 나

노입자 잉크의 분산안정성을 도와줄 수 있으면 더욱 좋

다.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Fig. 3에서와 같이 Cu 패턴

Fig. 1. (a) SEM and (b) TEM images of the synthesized water-

soluble Cu nanoparticles. The dashed lines in the TEM image

indicate the amorphous-like layer, which is composed of the

surface oxide layer and capping molecul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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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착력 향상을 위하여 폴리(스타이렌-코-말레익산, 부분

이소 부틸 에스테르) [Poly(styrene-co-maleic acid, partly

isobuthyl ester), PSM]의 분자량이 65,000과 120,000인

바인더와 분자량이 70,000인 폴리(소디움 4-스타이렌-술

포네이트) [Poly(sodium 4-styrene-sulfonate), PNaSS]를

선택하여 잉크의 점성거동을 관찰하였다.

Triton X100 분산제가 0.9 wt% 첨가된 40 wt% Cu

나노입자 잉크의 경우 Fig. 3과 같이, 약 10 mPa·S 이하

의 점도를 나타내며 거의 뉴톤유동을 나타내므로 특별

히 레벨링제나 침강방지제, 습윤제 등에 대한 연구가 별

도로 필요하지 않았다. 다만, 잉크에 기포가 약간 있는

경우는 실리콘계의 소포제를 아주 소량 사용하였다. 분

자량이 65,000인 폴리(스타이렌-코-말레익산) PSM의 경

우 0.5 wt% 이하 첨가한 경우 Cu 나노입자 잉크의 점

성거동과 유사하게 뉴톤유동을 나타냈으며, 점도는 다소

높은 ~8 mPa·S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첨가량이 1.0 wt%

의 경우 전단담화 거동(shear thinning)을 나타내었으며,

전단속도 1000/S에서 약 20 mPa·S를 나타내어 잉크젯팅

이 불가능하였다. 분자량이 120,000인 PSM의 경우는 0.5

wt%와 1.0 wt% 첨가량의 경우 모두 전단담화 거동을 나

타내었으며, 전단속도 1000/S에서 약 50 mPa·S와 약 100

mPa·S를 나타내어 잉크젯팅이 불가능하였다. 분자량이

70,000인 폴리(소디움 4-스타이렌-술포네이트) PNaSS의

경우 첨가양 0.5 wt%와 1.0 wt% 첨가량의 경우 전단담

화 거동을 나타내었으며, 전단속도 1000/S에서 약 30

mPa·S ~ 40 mPa·S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고찰하여

보면, 적절한 바인더의 분자구조 및 분자량 그리고 첨

가량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분자량이 65,000인

PSM의 경우가 접착증진제로서 수계 Cu 나노입자 잉크

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첨가양 변화에 대

한 최적화를 하였다. 

Fig. 3. Effects of various polymer binders as adhesion promoters

on rheology of 40 wt% aqueous Cu nanoparticle ink. (a) No PSM

binder, (b) 0.5 wt% PSM, Mw; 120,000, (c) 1.0 wt% PSM, Mw;

120,000, (d) 0.5 wt% PSM, Mw; 65,000, (e) 1.0 wt% PSM, Mw;

65,000, (f) 0.5 wt% PNaSS, Mw; 70,000, (g) 1.0 wt% PNaSS, Mw;

70,000.

Fig. 2. Polymer binder as an adhesion promoter(AP) of Cu pattern

on polyimide film. (a) Poly(styrene-co-maleic acid), partly isobutyl

ester(PSM), (b) Poly(sodium 4-styrene-sulfonate) (PNaSS).

Fig. 4. Effect of adding amount of Poly(styrene-co-maleic acid)

PSM as an adhesion promoter on rheology of 40 wt% aqueous Cu

nanoparticle ink.

Fig. 5. Viscoelastic behavior of 40 wt% aqueous Cu nanoparticle

ink with adding amount of Poly(styrene-co-maleic acid) PSM

binder as an adhesion promoter. G'; storage modulus, G"; loss

modulus, (a) 0 %, (b) 0.1 %, (c) 0.25 %, (d) 0.5 %, (e) 0.65 %, (f)

0.75 %, (g)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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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에서는 첨가양 변화에 대한 잉크의 점도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첨가양 0.1 wt%와 0.25 wt%의 경우는

무첨가의 경우에 비하여 뉴톤유동을 나타내며 더 낮은

점도를 나타내었다. 첨가량 0.5 wt%부터는 무첨가의 경

우에 비하여 다소 높은 점도를 나타내었으며, 0.65 wt%

첨가양 이상에서는 전담담화 현상과 함께 점도가 증가

함을 볼 수 있었다. 결국 접착력 증가를 위한 바인더의

첨가양은 0.5 wt% 이하가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5에서는 분자량이 65,000인 PSM 바인더의 첨가

량에 대한 40 wt% Cu 나노입자 잉크의 점탄성 거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자량이 65,000인 PSM의 첨가

량이 0.5 wt% 이하에서는 모두 탄성 모듈러스(G')가 손

실 모듈러스(G")보다 월등히 크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Cu

나노입자 잉크의 분산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러나 분자량이 65,000인 PSM 첨가량이 0.65 wt%에서는

G'과 G"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첨가량이 0.75

wt%에서는 G'과 G"의 값이 역전되어 G"가 월등히 높

게 나타나 Cu 나노입자의 응집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상의 65,000인 PSM 첨가양 변화에 따른 손실(tan δ =

G"/G') 변화를 Fig. 6에 나타내었다. PSM 0.65 wt% 이

하에서는 tan δ가 1 이하임을 알 수 있고 이 범위에서

는 Cu 나노입자 잉크의 분산성이 안정함을 알 수 있었

다. Fig. 7과 같이 수계 40 wt% Cu 나노입자 잉크에 분

자량이 65,000인 PSM 첨가양 변화에 대한 점도 결과를

선단속도 100/sec에서 나타내었다. PSM 첨가량이 0.65

wt% 이하에서 10 mPa·S 이하의 점도가 얻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접착증진제로서 분자량이 65,000인 폴리(스

타이렌-코-말레익산) PSM을 0.5 wt% 이하로 첨가하면 수

계 Cu 나노입자 잉크의 경우 계의 분산상태가 유지되

거나 더 분산에 기여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수계 Cu

나노입자 잉크가 뉴턴유동이란 의미는 선단속도에 관계

없이 잉크의 점도가 일정하다는 것이다. 잉크젯팅은 선

단속도가 높은 경우로 수백/S ~천/S 선단속도에서 진행

된다. 수계 Cu 나노입자 잉크가 뉴톤유동 거동을 나타

내어 높은 선단속도 영역까지 낮은 점도 유지가 가능하

다는 것은 잉크젯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잉크젯 프린팅한 Cu 패턴의 접착력 및 전기전도도

Cu 나노입자 잉크를 이용한 프린팅 배선형성 후 Cu

패턴의 기판에 대한 접착력이 필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린팅한 Cu 패턴의 접착력 증진을 위하여 잉크에 첨

가한 접착 증진제(Adhesion promoter; AP)가 프린팅한

Cu 패턴의 접착력과 비저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

아보고자 한다. 

이상의 40 wt%의 Cu 나노입자 잉크를 가지고 잉크젯

모듈레이션을 실시한 결과(Fig. 8)과 같이 피에조 노즐

의 직경이 50 μm와 30 μm일 때 25 μm(8.1pL)와 21 μm

(4.8pL) 크기의 미세액적이 균일하게 제조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수계 Cu 나노입자 잉크를 이용하여 안정적

인 젯팅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잉크의 점도, 표면

장력, 용매의 증기압의 제어가 중요하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 각각의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공용매들을 사용

하였으며, 이들 조성의 제어를 통해 안정한 젯팅 특성

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젯팅 액적은 장시간 안정적으로 젯팅되었으며, 프린팅

후에 노즐 표면이 건조되어 액적이 젯팅되지 않는 문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용매 조성의 제어를 통한

Fig. 6. Tan δ(= G"/G) of 40 wt% aqueous Cu nanoparticle ink with

adding amount of Poly(styrene-co-maleic acid) PSM as an adhesion

promoter. tan δ = G"/G', G'; storage modulus, G"; loss modulus, tan

δ > 1; G" > G', Viscous; liquid state, tan δ < 1; G" < G', Elastic; solid

state, (a) 0 % (b) 0.1 % (c) 0.25 % (d) 0.5 % (e) 0.65 % (f) 0.75 %

(g) 1.0 %.

Fig. 7. Viscosity of 40 wt% aqueous Cu nanoparticle ink at 100/

S with adding amount of Poly(styrene-co-maleic acid) PSM as

adhesion prom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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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된 잉크의 증발 거동을 제어한 결과이다. 또한, 미

세 선폭의 형성을 위해서는 작은 직경을 가지는 노즐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잉크의 분산성 및

물리적 특성이 제어되지 않으면, 30 μm의 직경을 가지

는 노즐을 이용해서 젯팅할 경우 안정적인 젯팅성을 확

보할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수계 Cu 나노입

자 잉크의 경우, 우수한 잉크젯팅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Cu 잉크에 접착 증진제 첨가양 변화에 따라 폴

리이미드와의 잉크 접촉각 변화를 관찰한 결과, AP의

1 wt% 첨가범위에서는 30도~40도 범위로 크게 변하지 않

았다. 바인더 첨가제가 0.5 wt% 이내에서는 모두 잉크젯

팅이 가능하였으며, 잉크젯팅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패턴

의 선폭은 큰 변화 없이 제어가 가능하였다. 또한 프린

팅 후 바인더의 첨가양이 0.25 wt%인 Cu 나노입자 잉

크의 패턴 이미지를 Fig. 9에 나타내었다. 또한, 잉크젯

프린팅을 통해 패턴을 형성할 때, 패턴의 표면 형상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패턴의 중심 부분과 가장자리 부

분에 현저한 두께 차이가 발생하고 중심 부분이 가장 자

리보다 얇은 표면 형상(coffee-ring patter)이 형성된다. 이

러한 불규칙한 구조는 패턴의 저항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적층을 통한 소자 제작 시 상부막의 표면 균일

도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Fig. 9에서와 같이

coffee-ring pattern이 없는 패턴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어한 잉크젯팅 액적의 크기, 간격 그리고

분사속도를 수십 μm 범위에서 변화하여 젯팅 후 잉크

젯 패터닝의 선폭을 제어할 수 있다. 이는 미세액적의

젯팅하는 주파수 변화와 기판의 이동속도 변화에 따라

액적 간 거리를 제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

서는 수계 40 wt% Cu 나노입자 잉크를 사용하여 잉크

젯팅할 때 미세선폭이 50 μm ~ 60 μm의 선폭 제어가 가

능하였다.

Fig. 10에 분자량이 65,000인 PSM [폴리(스타이렌-코

-말레익산)]을 0.25 wt% 첨가한 Cu 나노입자 잉크와 첨

가하지 않은 경우를 열처리 온도에 따른 Cu 박막의 비

저항변화를 나타내었다. 바인더를 넣은 것과 넣지 않은

잉크의 비저항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300 oC에

서 다소 높아진 16 μΩ·cm를 나타내었다. Fig. 11의 경

우는 잉크젯 패턴 후 온도별 열처리 후 접착력 시험을

3M 테잎으로 떼어내기 한 결과, AP가 없는 경우에는

300 oC에서 완전히 떨어지고 말았으나, AP가 첨가된 경

우는 350 oC에서도 매우 높은 접착력이 관찰되었다. 

또한 Fig. 12에 분자량이 65,000인 PSM의 첨가 범위

에서 Cu 나노입자 잉크의 300 oC에서 열처리 후 Cu 박

막의 비저항 결과를 나타내었다, AP첨가제가 0.5 wt% 이

하에서는 약 10~15 μΩ·cm를 나타내었으나, 0.65 wt% 이

상에서는 20 μΩ·cm 이상을 나타내었다. Cu 박막의 비

저항의 경향과 수계 Cu 나노입자 잉크의 점도 경향은

일치하게 나타났다. 즉 입자의 분산상태가 좋은 범위에

서 낮은 비저항 값을 나타났으며, PSM 접착 증진제의

Fig. 8. Modulation of inkjet droplet of 40 wt% aqueous Cu nano-

particle ink. orifice diameter: (a) 50 μm, (b) 30 μm.

Fig. 9. Optical images (a, c) and morphology (b, d) of inkjet-patterns

from 40 wt% aqueous Cu nanoparticle ink. (a) orifice diameter:

50 μm, (b) line width: 57 μm, (c) orifice diameter: 30 μm, (d) line

width: 46 μm.

Fig. 10. Resistivity of Cu film from 40 wt% aqueous Cu nano-

particle ink with different annealing temperature. (a) 0 wt% PSM,

(b) 0.5 wt% Poly(styrene-co-maleic acid) PSM b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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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0.5 wt% 이내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폴

리이미드의 분자구조와 유사한 아로마틱 구조의 분자와

음이온성 카르복실 말단기가 같이 있는 PSM이 Cu 박

막과 폴리이미드 필름 계면의 분자간력을 증진시켜준 결

과라고 고찰된다. 이상의 PSM 접착 증진제에 의한 잉

크젯팅된 Cu 박막의 접착력 증진은 수계 Cu 나노입자

잉크를 유연전자 제품 시장에 진입하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계 Cu 나노입자 잉크에 PSM [폴리

(스타이렌-코-말레익산)]를 이용하면 폴리이미드 필름 위

에 잉크젯 패터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세 배선의

접착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고 높은 전도도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수계 40 wt% Cu 나노입자 잉크에 분자량

이 65,000인 PSM을 0.5 wt% 이하를 첨가하면, “New-

tonian flow”를 나타내고, 10 mPa·S 이하의 낮은 점성을

나타내어 잉크젯팅이 가능하였다. 수계 Cu 나노입자 잉

크는 잉크젯팅 후 박막 접착력은 크게 향상되었고, 이

를 잉크젯 패터닝한 결과 Cu 배선의 선폭이 약 50 μm

~60 μm 범위로 미세선폭 제어가 가능하였다. 또한 300
oC에서 열처리한 후 Cu 박막의 비저항은 10~15 μΩ·cm

로 높은 전도도를 갖는 배선 제조가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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