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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se days, printed electronics attract attention from electronics industry. In this paper, the fabrication of the fine patterns
by Near Field Electro Spinning (NFES) was studied by using Ag ink on silicon wafer (substrate). Two types of ink, the
high viscous ink Ag-200 and low viscous ink Ag-15, were used. The fine and uniform patterns were easily fabricated
by using Ag-200 because jet breakup is less occurred in high viscosity solution. As increasing flow rate of solution, aspect
ratio of Ag pattern decreased. And there was optimum applied voltage for fine pattern. In case of Ag-200, the optimum
applied voltage was about 2.02KV. When pattern was fabricated by NFES, the pattern width and height were affected
by many factors such as viscosity, flow rate of solution, applied voltag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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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쇄를 사용한 엘렉트로닉스제조기술 “인쇄 전

자(printed electronics)”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인쇄전자소

자를 제조하는 기술을 direct patterning기술이라 하는데

마치 신문과 잡지를 인쇄하는 것과 같이 인쇄기술을 사

용하여 전자부품과 기기를 제조하는 기술이다[1]. 필요

한 물질을 기판 상의 필요한 부분에만 패턴을 만드는

기술로, 기판 전체에 필요 물질을 올린 후 감광제 도포,

포토마스크를 통한 부부 노출, 현상, 식각, 감광제 제거

의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패턴을 제작하는 기술에 비

해 공정 단계를 혁신적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2]. 

응용분야는 FPCB(Flexible Printed Circuits Board)의

회로, 태양전지의 전극, 디스플레이의 컬러필터, 스페이

서, 배향막 형성 등이 있다. 그러나 direct patterning 기

술을 이용하여 고기능, 고부가가치의 인쇄형 소자를 제

조하려면 해상도 수십 µm에서 수백 nm 수준의 패터

닝 기술이 요구되는데, 현재 이에 대한 마땅한 패터닝

기술은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았다. Table 1은 direct

patterning 기술의 종류를 나타낸 표이다[2].

전기방사 방식(Electro-Spinning, ES)은 direct patterning

기술 중 하나로, Fig. 1과 같이 미세분사 노즐과 기판 사

이에 수백~수천 볼트(volt)의 고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E-mail : hiseo@kut.ac.kr 

Table 1. Types of direct patterning.

Pattern method Pattern type

Pattern on demand

Inkjet

Aerosol jetting

Laser direct patterning

Electro-Spinning

Fixed pattern

Roll to Roll printing

Screen printing

Im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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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로부터 nl~µl/min의 속도로 용액을 토출시킴으로

써 nm~µm 두께의 jet을 형성시킨다.

노즐의 용액에 고전압을 인가하면 용액의 표면은 전

하로 충전되고 전기장이 형성된다. 이에 대한 정전반발

력(electrostatic repulsion)은 용액 표면장력의 반대 방

향으로 작용하여 노즐 끝의 용액이 길게 늘어나게 된

다. 전기장이 증가할수록 노즐 끝의 액체는 반구형에서

Taylor cone이라고 알려진 원뿔 형 형태로 바뀌고, 전

기장이 더 증가하면 정전반발력이 용액의 표면 장력보

다 커지게 되고 정전기력을 가진 액체는 노즐 끝의

Taylor cone에서 얇은 fiber 형태로 방사된다[3-4]. 

Fig. 2은 노즐의 용액에 고전압을 인가 시 용액이 받

는 힘을 나타낸다[5].

노즐과 기판 사이의 거리가 4~50 cm로 긴 경우 jet

이 짧은 구간으로 linear jet으로 방사되다가 노즐에 가

해진 전압에 대한 정전반발력에 의하여 jet이 둘둘 감

기면서 기판에 달라 붙어 특정한 위치에 µm급의 정밀

한 패턴 제작이 어렵다[5].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즐과 기판 사이의

거리를 500 µm~5 mm이내로 가깝게 하여 일직선의

linear jet이 형성되는 부분을 이용하여 원하는 패턴을

제작한다. 이 방식을 근접장 전기방사 방식(Near Field

Electro Spinning, NFES)이라 한다. 

NFES방식을 이용하여 tilted-outlet 노즐을 사용한

미세 패턴 형성, 추가 guide focusing 링 및 핀 타입의

기판 전극을 사용한 미세 패턴 형성 등 많은 연구가 이

루어 지고 있다[6-8].

본 논문에서는 NFES 방식으로 실리콘 웨이퍼 위에

Ag 패턴을 형성하여 패턴의 모양 변화를 관찰하였다.

인가 전압, 용액의 flow rate, 용액의 점도 등의 여러

요소들이 패턴의 선 폭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실험의 결과를 통해 NFES를

이용한 태양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전자 소자의 제작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2. 실 험

2.1. 실험 장비

실험 장비는 용액이 분사되는 금속 재질의 노즐, 용

액을 분사 노즐로부터 미량 토출시키는 syringe pump

및 syringe, 노즐과 기판 사이에 고 전압을 인가 하기

위한 고전압 전력 공급 장치, jet이 점착되는 기판

(collector)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3은 실험에 사용된

NFES 장비 사진이다.

2.2. 실험 방법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순서를 정리한

것이다. 

Fig. 1. Schematic of Electro-Spinning.

Fig. 2. Stresses acting on the liquid meniscus surface with
a high voltage.

Fig. 3. Structure of NFES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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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은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를 2 × 2 cm로 잘라 사

용하였고, 용액은 Ink-Tec사의 Ag 잉크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잉크는 Ag-15, Ag-200 두 종류이며 Ag-15는

metal contents Ag 15wt%, 점도 9~15cPs, 성분

Organic Ag complex compound: Methanol: Methoxy

benzene = 80%: 15%: 5%인 구성을 가진다. Ag-200은

Ag-15에 solvent를 조절하여 점도를 약 200 cPs정도로

높인 것이다.

기판은 아세톤 10분, 메탄올 10분 순으로 sonication

을 한 후 DI water(Deionized water)로 세정 후 건조

시켜 준비하였다. 

Ag 잉크 용액은 solvent와 metal contents가 잘 섞이

도록 비커에 담고 교반기(stirrer)에서 magnetic stirring

bar로 10분간 100~200 rpm/min으로 교반 하였다. 

실험은 상온·상압에서 하였으며, 노즐과 기판 사이

의 인가 전압, 용액의 flow rate, 용액의 점도에 따라

기판에 형성되는 패턴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노즐과 기

판과의 거리는 약 3 mm로 고정하였다. 

시료 위의 형성된 패턴 선 폭은 접촉식 두께측정기

인 alpha step 500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형성된

패턴 이미지는 디지털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패턴의

종횡 비(aspect ratio)는 아래 식(1)과 같이 계산하였다.

aspect ratio = pattern height / pattern width (1)

3. 결과 및 고찰

3.1. 용액의 점도에 따른 패턴의 변화

Fig. 4는 Ag 잉크의 점도에 따른 패턴 선 폭의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점도가 낮

은 Ag-15 용액 보다 점도가 좀 더 높은 Ag-200이 더

얇은 선 폭을 갖는 패턴이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NFES에서 균일하고 미세한 패턴을 얻기 위해서는

방사된 용액에 jet breakup이 없어야 하며, jet breakup

은 용액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제어 가능하다. Jet의

길이와 용액 특성과의 관계식은 아래와 같다. 이 때 용

액의 flow rate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9].

(2)

식 (2)의 l은 jet의 길이, µ는 점도, γ는 표면 장력, ρ

는 밀도를 나타낸다. 점도가 높은 용액이 점도가 낮은

용액보다 jet의 길이가 더 길게 형성되어 jet breakup이

일어날 확률이 적어지고 더 얇은 패턴을 형성할 수 있

다[9].

Fig. 5은 Ag-15와 Ag-200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로,

시료들 중 가장 균일하고 미세한 패턴의 이미지이다.

위의 결과와 같이 미세 선 폭의 패턴을 제작하기 위

해서는 Ag-15보다 Ag-200이 더 적당한 용액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로 Ag-200을 사용하여 실

험을 하였다.

3.2. 용액의 flow rate에 따른 패턴의 변화

Fig. 6는 Ag-200 용액의 flow rate에 따른 패턴 이미

지이고, Fig. 7은 Ag-200 용액의 flow rate에 따른 패턴

의 선 폭 및 두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나머지 조

건은 노즐 100 µm, 인가 전압 2.33 KV, 기판 속도

200 mm/sec로 동일하게 하였다. 

Fig. 7에서 알 수 있듯이 용액의 flow rate이 증가함

l~
µ

γ
2/3
ρ
1/3

---------------

Table 2. Process of experiment.

Silicon bare wafer

↓

Acetone, Methanol, DI water cleaning

↓

Stirring Ag ink

↓

Fabrication of Ag pattern
(Variables: applied voltage, flow rate, viscosity)

↓

Measurement

Fig. 4. Pattern width as viscosity Ag 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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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Ag 패턴의 종횡 비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flow rate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 분사 노즐

에서 단위 시간 당 분사되는 용액의 양이 증가하기 때

문에 기판에 형성되는 패턴의 선 폭 또한 증가한다. 그

러나 용액의 두께는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flow rate가 증가할수록 기판에 닿은 용액이 옆으

로 퍼지는 정도가 증가하여 패턴의 종횡 비가 감소하

는 것으로 보인다. 

Ag-200의 flow rate 실험 조건 중에서 가장 얇고 종

횡 비가 큰 패턴을 형성하는 조건은 flow rate 30µl/h

일 때이다.

3.3. 노즐과 기판 사이의 인가 전압에 따른 패턴의 변화

Fig. 8은 인가 전압에 따른 Ag-200의 패턴의 이미지

이다.

Fig. 9는 노즐과 기판 사이의 인가 전압에 따른 Ag-

200의 패턴 선 폭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나머지 조건

Fig. 5. Image of the finest pattern in this experiment
using (a) Ag-15, pattern width 108.2 µm; (b) Ag-
200, pattern width 40.07 µm.

Fig. 6. Image of Ag-200 line pattern as flow rate. (a) flow
rate 30 µl/h, pattern width 40.07 µm / height
3600Å; (b) flow rate 100 µl/h, pattern width
64.12 µm / height 3575Å; (c) flow rate 200 µl/h,
pattern width 68.13 µm / height 3250Å.

Fig. 7. The effect of flow rate on Ag-200 pattern. (a)
pattern width and height; (b) aspect ratio of (a).

Fig. 8. Image of Ag-200 line pattern as applied voltage.
(a) applied voltage 1.78 KV, pattern width 64.12 µm
/ height 5750 Å; (b) applied voltage 2.02 KV, pattern
width 44.09 µm / height 6150 Å; (c) applied voltage
2.31 KV, pattern width 40.07 µm / height 2500Å; (d)
applied voltage 2.46KV, pattern width 52.10 µm /
height 2500 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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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즐 100 µm, flow rate 10µl/h, 기판 속도 200 mm/

sec로 동일하게 하였다.

NFES에는 용액이 균일한 jet으로 방사되는 시작 전

압(onset voltage)이 존재하며 Ag-200의 경우 약

1.78 KV였다. 시작 전압보다 낮은 전압을 인가하게 되

면 용액이 방울로 떨어지는 micro-dripping mode로 방

사 되거나 패턴이 끊길 수 있다. 또한, 너무 높은 전압

을 인가하게 되면 노즐 끝에서 용액이 여러 갈래의 jet

으로 방사되는 multi-jet mode로 방사 될 수 있다. 

인가 전압은 용액의 flow rate, 전기력에 의한 jet의

방사 정도, jet의 형태(single jet 또는 multi jet) 등의 요

소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요소들의 균형에 의

해 jet이 균일하게 방사되는 인가 전압이 정해진다[10].

Fig. 9에서 볼 수 있듯이 전압이 증가할수록 패턴 선

폭이 감소하고, 2.31 KV 이후 전압부터는 다시 선 폭

이 증가하였다. 반면 패턴의 두께는 전압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2.02 KV 이후 전압부터는 두께가 급격히 감

소한다. 종횡 비는 전압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다가

2.02 KV에서 최대 값을 나타내고 이후 전압에서는 감

소하였다. 따라서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얇고 종횡 비

가 큰 패턴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인가 전압 2.02 KV

이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NFES 방식을 이용하여 실리콘 위의

Ag 패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 알

아보았다. Ag 잉크의 점도를 달리 하여 실험한 결과

Ag-15용액보다 점도가 좀 더 높은 Ag-200 용액이 더

얇고 균일한 패턴을 형성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용액의 flow rate가 증가할수록 패턴의

선 폭이 증가하지만 두께는 감소하여 종횡 비가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즐과 기판 사이의 인가

전압에 따른 패턴 형성 실험 결과 용액을 균일한 jet으

로 방사하기 위한 최적의 인가 전압이 존재한다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용액 Ag-200의 경우 종횡 비가 가장

큰 전압은 약 2.02KV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NFES방식으로 균일한 미세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

는 용액의 점도, 용액의 flow rate, 인가 전압 등과 같

은 여러 요소들이 상호 작용을 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Ag 잉크와 같은 전

도성 용액 및 실리콘 웨이퍼로 미세 패턴 형성 실험을

함으로써 향후에 NFES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 소자의

회로, 전극 등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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