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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연기판 기술의 발전은 폴더블 디스플레이,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차세대 전자기기의 기술 구현에 필수적이다[1]. 기
존의 견고한 디자인의 형태를 극복하고, 복잡한 모양 구현과 변형

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연전극이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유연전극은 늘림(stretching) 및 굽힘(bending)과 같은 회로의 구

조적 변경을 가능하게 한다[2]. 구조적 변경이 가능한 디바이스 제

작을 위해서는 회로를 구성하는 재료의 높은 전도성과 신축성 기

능이 주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기판의 신축성을 이용하여 늘림-가능한

(stretchable) 전극을 제조해왔으나, 금속을 전극으로 사용한 연구

들은 회로가 소실되거나, 저항 값이 불규칙적으로 증가하는 등 

stretchable 특성이 좋지 않았다. 이와 같은 특성의 한계를 극복하

고자 금속에 고분자를 혼합하여 전극 자체의 신축성을 주는 연구 

또한 많이 진행되고 있다[3-5]. 
본 연구는 유연기판의 인쇄전자(printed electronics)기술에 적

용하기 위한 실버 페이스트(Ag paste)의 stretching 및 bending에 

따른 전기 및 기계적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전극은 

높은 유연성 위해 유리전이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가 상온보다 낮은 고분자 실버 페이스트용 바인더를 사용하였

다. 또한 실버 페이스트의 stretching 및 bending시의 높은 전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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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현하기 위해 M13(sol) 입자를 첨가하여 M13(sol) 입자의 유

무에 따른 신축성 페이스트의 전기-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M13(sol)는 플랫형 은 입자(flat type Ag)를 뜻하며 입자의 직경

은 1-3 µm이고 두께는 30-40 nm의 Ag particle을 물에 분산시켜 

생성한 입자이다. 제조된 실버 페이스트에 대한 전기 및 기계적 

특성 파악은 늘림 시험(stretching test), 굽힘 시험(bending test), 
굽힘 피로 시험(bending fatigue test)을 통한 변형(strain)에 따른 

저항변화로 측정하였다.

2. 실험 방법
2.1 Stretchable 전극 제조 

본 연구에서는 높은 stretchable 특성을 위해 폴리우레탄 기판을 

사용하였으며 전극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비슷한 성질을 

가진 폴리에스터 고분자를 바인더로 사용하여 만든 실버 페이스트

를 이용하여 stretchable 전극을 제작하였다. 또한 전극의 신축성

을 위해 상온보다 낮은 Tg를 가지는 고분자를 사용했다.
먼저 바인더를 제조할 때 ECA (2-(2-에톡시에톡시)에틸아세테

이트) 용제에 수고분자를 50 : 50 wt% 혼합하여 인펠라 교반을 

하면서 24시간동안 용해시켰다. 용해 시 고분자가 용해되는 동안 

다른 반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도는 70°C로 진행하였다. Fig. 1
은 바인더로 제조된 실버 페이스트의 Tg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측

정한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를 값을 보여준다. 
측정 결과는 상온보다 낮은 Tg 값을 보여주며, 경화 전후에 Tg 
변화가 거의 없음을 통해 경화 시 바인더의 유연성이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용해된 고분자 용액은 400 mesh 폴리머 망사로 필터링 

하여 바인더를 제조하였다.
Fig. 2는 실버 페이스트 제조방법이다. 제조된 바인더에 용제, 

경화제, 분산제 등을 첨가하여 페이스트 믹서를 이용하여 1차 혼합 

및 분산을 시킨다. 그 후 실버 파우더를 소량씩 투입하여 정량을 

채운 후 페이스트 믹서를 이용하여 2차 혼합 및 분산을 시킨다. 
여기서 flat type Ag의 유무 차이를 두고 실버 페이스트를 제조하

였다. paste 1 (P1)번에는 flat type Ag를 혼합하지 않고 paste 
2 (P2)번에는 flat type Ag를 혼합한 상태로 제조한다. 이렇게 혼

합된 실버 페이스트의 실버를 페이스트 내부에 균일하게 분산시키

기 위해서 3-roll-mill을 이용하여 5회 반복 분산을 시킨다. 이렇게 

분산이 완료된 실버 페이스트를 볼밀로 24시간 안정화를 시킨 후 

실버 페이스트 제조를 완료하였다.
폴리우레탄 기판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열 오븐으로 120°C에

서 5분간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열처리가 완료된 폴리우레

탄 기판위에 stretchable 전극을 형성시키기 위해 스크린 프린팅 

장비를 이용하였다. 스크린 프린팅 시 사용된 폴리우레탄 기판의 

두께는 100 µm인 것을 사용하였다. 제조가 완료된 2종류의 실버 

페이스트를 100 mesh 망사로 제판된 스크린 제판을 이용하여 기

판 위에 전극 패턴을 형성시켰다. 인쇄가 완료된 전극을 열 오븐으

로 130°C에서 30분간 경화를 시킴으로써 stretchable 전극 제조를 

완료하였다. 
경화가 완료된 전극의 초기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Fig. 3와 같이 

와이어를 부착하였다. 와이어 사이 간격은 30 mm로 설정하였으며 

전도성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켰다[6].

2.2 전기-기계적 특성
기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stretching test, bending test, 

bending fatigue test를 이용하여 전기 저항의 변화를 통해 전기-
기계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연구실에서 자체 제작한 인장 시험기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4와 같이 양쪽 지그에 시편을 고정시키고 한쪽 방향으로 천천히 

인장을 주었다. 인장 속도는 기판의 히스테리시스를 최소화 하기 

위해 0.1 mm/sec로 진행하였으며 지그 사이 간격은 25 mm로 설Fig. 1 Graph of the polyester DSC

Fig. 2 Preparation process of Ag paste



Sun-Young Kang, Min-Young Park, Dong-Young Jang

190

정하였다. 저항 측정은저항이 더 이상 측정이 되지 않는 시점을 

최대 인장률로 기록하였다[7-9]. 
또한 굽힘 속도는 0.6 mm/sec로 진행하였으며 곡률반경 15 

mm부터 1 mm까지 진행하였다. 기계적 피로 특성 평가를 위해 

곡률반경 2 mm에서 bending fatigue test를 10,000회 반복 진행

하였다.

2.3 전극 표면 분석 및 전도성 측정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통해 

신축성 전극 표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버 입자들 간의 접촉면과 

패킹성을 관찰을 진행하기 위해 10,000배율에서 관찰하였다. 전도

성 측정을 위해 4-point-probe를 사용하여 면저항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5는 stretching test 결과를 보여준다. Stretching test 진행 

전 초기 선저항을 측정하였다. Flat type Ag 입자가 포함된 전극의 

초기 선저항은 0.94Ω으로 측정되었으며 Flat type Ag 입자가 포

함되지 않은 전극의 초기저항은 1.14로 Flat type Ag 입자가 포함

된 전극보다 조금 높은 저항이 측정되었다. Flat type Ag 입자가 

포함된 전극은 140%의 최대 인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flat type 
Ag 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전극의 경우 80%의 최대 인장률을 나타

내고 있다.
인장시험 결과 flat type Ag 입자가 포함된 실버 페이스트가 flat 

type Ag 입자를 포함하지 않은 전극보다 더 좋은 신축성을 보여줌

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Fig. 6의 

(b)에서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된 flat type Ag 입자가 포함된 전극

의 패킹성이 우수하였으며 입자끼리 접촉면도 넓은 것을 관찰하였

다. 따라서 flat type Ag 입자를 포함한 전극의 최대 인장률이 flat 
type Ag 입자를 포함하지 않은 전극보다 좋은 것을 본 연구를 통

(a) Sample image with the wire

(b) Electrode pattern printed on the 
polyurethane film by screen printing

Fig. 3 Images of the stretchable electrode

Fig. 4 Sampling image of stretching the electrode pattern

Fig. 5 Resistance changes by strain

Fig. 6 SEM images of two different types silver powders; (a) 
silver powder with flake type, (b) silver powder with 
Flake type and flat type which is M13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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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7는 각 신축성 전극의 면저항과 전도도를 보여준다. 신축성 

결과와 비슷하게 flat type Ag 입자를 포함한 전극의 면저항이 flat 
type Ag 입자를 포함하지 않은 전극보다 더 낮은 면저항이 측정되

었으며 전도성 또한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된다. Ag의 접촉면이 넓

을수록 전자이동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패킹성이 우수한 flat type 
Ag 입자를 포함한 전극의 면저항이 더 낮게 측정되었다.

Fig. 8는 굽힘 시험 결과를 보여준다. flat type Ag 입자가 포함

된 전극과 flat type Ag 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전 bending test 
결과는 Fig. 9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샘플의 저항변화 차이가 없음

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굽힘 반경에 구분 없이 P1 (paste1)과 

P2 (paste2) 모두 저항의 변화가 없음을 관찰하였다.
Fig. 9는 굽힘 반복 시험 결과를 보여준다. 굽힘 반복 시험 결과 

또한 위의 굽힘 시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flat type Ag 입자가 포함

된 전극과 flat type Ag 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전극의 저항변화 

차이가 없음을 관찰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이클의 횟수와 상관없

이 두 샘플 모두 저항의 변화가 없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flat type Ag 입자의 유무에 따른 전기-기계적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입자 차이를 관

찰하였다. Flat type Ag 입자가 있는 실버 페이스트가 더 높은 전

기-기계적 특성이 확인됐다. Stretching test 및 전도성 측정 결과 

flat type Ag를 포함한 전극이 flat type Ag를 포함하지 않은 전극

보다 우수한 특성을 보였으며 SEM 관찰결과 우수한 패킹성까지 

관찰되었다. 굽힘 시험과 굽힘 반복 시험 결과 flat type Ag 입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SEM 관찰결과 

우수한 패킹성까지 관찰되었다. 본 연구결과 유연기판 제작 시 사

용되는 실버 페이스트에 추가 입자에 따른 stretching과 bending 
시의 전기-기계적 성능 향상을 확인 하였다. Stretching test 시의 

최대 인장률 및 bending test시의 최대 곡률 반경 변화에 따른 최

적의 실버 페이스트 추가 입자 형태 및 사이즈 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되며, 이에 따른 페이스트 추가 입자 변경에 관련된 추가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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