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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은잉크의 소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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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인쇄전자기술은 제조비용과 공정시간 그

리고 물질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유연 디스플레이, 
유연 태양전지, OTFT 그리고 OLED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토리소그래피

의 대체기술로써 각광받고 있다 [1-3]. 이러한 인쇄

전자기술에서는 녹는점이 낮고 열적, 전기적 특성

이 좋은 금, 은 그리고 구리 나노입자가 주로 사용되

고 있으며 이러한 금속 나노입자들은 잉크젯 프린

팅 기법으로 사용되기 위해 계면활성제, 바인더 

그리고 분산제와 같은 고분자 물질에 분산하여 

사용된다. 인쇄전자기술에서는 이렇게 인쇄된 나

노금속잉크가 전도성을 가지기 위해 나노입자들

을 녹여 연결고리를 만드는 소결공정을 거친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용되어 온 열소결법, 레이저 

소결법, 고주파 소결법, 플라즈마 소결법 등은 각각 

기판의 열적한계, 대면적 소결의 불가, 소결깊이의 

한계, 진공공정 등의 시스템적 문제로 인하여 한계

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백색광 

조사법을 이용하여 잉크젯 프린팅 기법으로 인쇄

된 은잉크를 결함없이 소결함으로써 백색광 조사

법이 소결공정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백색광 조사법은 무엇보다도 상

온ž대기압 조건에서 초단시간(~ms)에 인쇄된 잉크

패턴을 소결할 수 있다는 큰 장점과 더불어 구리, 
니켈과 같은 산화가 발생하는 전도성 금속 잉크의 

소결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1]. 
하지만, 예전 논문에서 시도한 결과, 백색광 조사법

으로 소결한 은잉크는 패턴 표면의 크랙과 파열 

내부의 스웰링 현상 등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이에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결함 

등을 없애기 위해 예열단계와 소결단계로 구성된 

다단계 백색광 조사법을 적용하였으며 더불어 전

기적 특성도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잉크

의 미시구조의 변화와 전기적 특성은 각각 전자주

사현미경-집속이온빔과 LCR 미터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으며 그 특성을 열소결한 은잉크패턴과 비

교분석하고 최적소결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

먼저, 기판으로 사용할 225μm의 폴리이미드 

필름의 표면을 플라즈마 및 초음파처릴를 한 후, 
은 잉크 (57.2%wt, Harima Chemical Co.)를 30μm직

경의 노즐로 구성된 인자헤드가 부착된 잉크젯 

프린팅기를 이용하여 기판에 인쇄를 한다. 이 때, 
인쇄된 패턴은 여러번의 반복작업으로 너비, 두께

그리고 길이가 각각 10 0μm, 1.0μm 그리고 5mm
가 되며 인쇄된 즉시 10분동안 상온건조한다. 이 

후, 380nm~1.0μm의 넓은 파장영역의 빛을 주사하

는 백색광을 이용하여 소결하며 소결과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열단계와 소결단계로 나뉘어 

Table 1 The resistance and resistivity with respect 
to sinter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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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B images of (a) dried, (b) 20J/cm2 single step 
sintered, (c) 10J/cm2 preheated, (d) 15J/cm2 
preheated, (e) 10J/cm2 preheated-10J/cm2 
sintered, (f) 15J/cm2 preheated -10J/cm2 sintered, 
(g) 10J/cm2 preheated -20J/cm2 sintered Ag film 
and (h) thermally sintered Ag film

진행된다. 예열단계와 소결단계는 10J/cm2와  

20J/cm2 사이의 에너지를 5J/cm2의 간격으로 나누

어 조건을 구성하였으며 예열단계는 15개의 펄스

를 30ms의 펄스간격을 두고 빛을 조사하였으며 

소결단계는 단 1개의 펄스로 조건에 해당되는 에너

지를 조사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비교를 위해, 열소

결법은 220도의 노에서 1시간동안 소결을 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Fig. 1은 각각 다른 조건으로 소결된 은잉크 패턴

의 단면과 표면상태를 전자주사현미경-집속이온

빔 (LYRA FEG 1, TESCAN)을 이용하여 찍은 사진

이다. Fig. 1 (a) 는 건조된 은잉크패턴으로 아직 

고분자물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도성이 좋지 

않아 흐린 이미지를 보여주며 Fig. 1 (b)는 예열단계

없이 백색광을 조사하여 소결한 은잉크패턴의 사

진이며 갑작스러운 광에너지의 영향으로 기화된 

고분자 기체 압력으로 인해 은잉크 패턴이 부풀어 

상층과 하층으로 분리된 모습을 보인다. Fig. 1 (c) 
와 (d)는 예열단계만 진행된 은잉크패턴으로 

10J/cm2 조건은 아직 고분자 물질이 남아 있어 흐린 

이미지를 보여주는 반면 15J/cm2 조건은 상층부가 

이미 소결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는 Fig. 1 (e)-(g)
의 은잉크의 패턴에서 알 수 있듯이 예열단계가 

15J/cm2일 경우, 예열단계에서 소결된 패턴의 상층

부로 인해 소결단계에서의 광에너지에 의해 기화

된 고분자기체가 내부압력을 형성하게 되어 상층

과 하층을 분리하게 된다 (Fig. 1 (f)). 하지만,  예열단

계가 10J/cm2일 경우, 조사되는 소결단계에서의 

에너지에 따라 그 소결정도만이 달라지며 최적조

건인 10J/cm2-20J/cm2 조건의 은잉크패턴은 열소결

된 은잉크의 패턴보다 더 좋은 단면 및 표면상태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e), (g), (h)).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단계 백색광 조사법을 이용하

여 결함없이 은잉크패턴의 소결을 소결하였으며 

열소결한 은잉크패턴보다도 더 좋은 단면 및 표면

상태뿐만 아니라, 전도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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