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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2

(A) 수지 바인더, (B) 은 도금한 코어 전도성 입자, 및 (C) 1.0 m /g 이상의 표면적을 갖는 전도성 입자를 포함
하고, 조성물의 가요성이 (C) 전도성 입자가 없는 조성물의 가요성보다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요성 전도성
잉크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수지 바인더가 페녹시 수지, 폴리에스테르, 열가소성 우레탄, 페놀계 수지, 아크릴계 중합체,
아크릴계 블록 공중합체, 삼차-알킬 아미드 관능기를 갖는 아크릴계 중합체, 폴리실록산 중합체, 폴리스티렌 공
중합체, 폴리비닐 중합체, 디비닐벤젠 공중합체, 폴리에테르아미드, 폴리비닐 아세탈, 폴리비닐 부티랄, 폴리비
닐 아세톨, 폴리비닐 알콜,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메틸렌 폴리비닐 에테르, 셀룰로스 아
세테이트, 스티렌 아크릴로니트릴, 비정질 폴리올레핀, 폴리아크릴로니트릴,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삼원공중합체, 관능성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에틸렌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에틸렌
아크릴레이트 삼원공중합체, 에틸렌 부타디엔 공중합체 및/또는 블록 공중합체 및 스티렌 부타디엔 블록 공중합
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가요성 전도성 잉크 조성물.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수지 바인더가 페녹시 수지, 폴리에스테르 및 열가소성 우레탄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
는, 가요성 전도성 잉크 조성물.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수지 바인더가 페녹시 수지인, 가요성 전도성 잉크 조성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은 도금한 코어 전도성 입자의 코어가 구리, 니켈, 팔라듐, 탄소 블랙, 탄소 섬유, 흑연, 알루
미늄, 인듐 주석 산화물, 유리, 중합체, 안티몬 도핑 주석 산화물, 실리카, 알루미나, 섬유 및 점토로 이루어지
는 군에서 선택되는, 가요성 전도성 잉크 조성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은 도금한 코어 전도성 입자의 코어가 구리인, 가요성 전도성 잉크 조성물.
청구항 7
2

제1항에 있어서, 1.0 m /g 이상의 표면적을 갖는 전도성 입자가 은, 금, 팔라듐, 백금, 탄소 블랙, 탄소 섬유,
흑연, 인듐 주석 산화물, 은 도금한 니켈, 은 도금한 구리, 은 도금한 흑연, 은 도금한 알루미늄, 은 도금한 섬
유, 은 도금한 유리, 은 도금한 중합체 및 안티몬 도핑 주석 산화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가요성 전
도성 잉크 조성물.
청구항 8
2

제1항에 있어서, 1.0 m /g 이상의 표면적을 갖는 전도성 입자가 금속 코팅된 코어 입자인, 가요성 전도성 잉크
조성물.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용매를 추가로 포함하는, 가요성 전도성 잉크 조성물.
청구항 10

-3-

공개특허 10-2015-0109374
제9항에 있어서, 용매가 부틸 글리콜 아세테이트, 1,4-부탄디올 디글리시딜 에테르, p-tert-부틸-페닐 글리시딜
에테르, 알릴 글리시딜 에테르, 글리세롤 디글리시딜 에테르, 부틸디글리콜, 2-(2-부톡시에톡시)-에틸에스테르,
아세트산, 2-부톡시에틸에스테르, 부틸글리콜, 2-부톡시에탄올, 이소포론, 3,3,5 트리메틸-2-시클로헥센-1-온,
디메틸숙시네이트, 디메틸글루타레이트, 디메틸아디피에이트, 아세트산, 디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프로필아세테이트, 알킬 페놀의 글리시딜 에테르 및 아디프산, 글루타르산 및 숙신산의 디메틸 에스테르로 이루
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가요성 전도성 잉크 조성물.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용매가 70 ℃ 초과의 인화점을 갖는, 가요성 전도성 잉크 조성물.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용매가 부틸 글리콜 아세테이트, 카르비톨 아세테이트, 글리콜 에테르, 아디프산, 글루타르산
및 숙신산의 디메틸 에스테르 및 에틸 글리콜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가요성 전도성 잉크 조성물.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용매가 부틸 글리콜 아세테이트 및 아디프산, 글루타르산 및 숙신산의 디메틸 에스테르로 이
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가요성 전도성 잉크 조성물.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i) 수지 바인더 (A)가 2 내지 60 wt% 양으로 존재하고,
(ii) 은 도금한 코어 전도성 입자 (B)가 1 내지 97.9 wt% 양으로 존재하고,
2

(iii) 1.0 m /g 이상의 표면적을 갖는 전도성 입자 (C)가 0.1 내지 70 wt% 양으로 존재하는, 가요성 전도성 잉
크 조성물.
청구항 15
2

1.0 m /g 이상의 표면적을 갖는 전도성 입자를 잉크에 첨가함으로써 전도성 잉크의 가요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청구항 16
제1항 기재의 전도성 조성물을 기재에 도포하여 전도성 트레이스 또는 전자 회로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전
도성 조성물을 5 내지 60 분 동안 약 90 ℃ 내지 180 ℃에서 경화시키고/시키거나 건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1항 기재의 전도성 조성물을 이용한 전자 장치의 제조 방법.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멤브레인 터치 스위치 또는 가요성 인쇄 배선 기판 응용에서의 사용을 위한 가요성 전도성 잉크 조성
물에 관한 것이다.

조성물은 바인더 및 필러의 적어도 일부가 은 도금한 전도성 입자인 전도성 필러를 포함한

다.

배 경 기 술
[0002]

전자 산업은 전도성 잉크에 대해 우수한 초기 전도성 및 우수한 가요성 모두를 요구한다.

우수한 가요성은 전

도성 잉크로 만든 회로를 가볍고, 얇고, 작은 최신 전자 장치용 하우징에 넣었을 때 구부려질 수 있도록 필요하
다.

통상적인 가요성 전도성 잉크 조성물은 가요성을 달성하기 위해 가요성 수지 바인더를 사용한다.

가요성

수지를 사용하는 것의 단점은 수지가 최종 용도 전자 응용에 필요한 특성인 표면 경도가 낮고 내 긁힘 저항성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할로겐 함유 수지는 더 높은 표면 경도를 갖지만, 할로겐의 존재는 보통 환경적으로 바람

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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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

우수한 초기 전도성을 얻기 위해서는 저 표면적 및 고 탭 밀도를 갖는 순수 은 플레이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저 표면적 및 고 탭 밀도를 갖는 전도성 은 플레이크의 사용은 전도성 잉크의 가요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은의 비용은 매우 높다.

전자 산업은 비용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전도성 잉크 내의 은을 대체하여 은 도

금한 구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의 체적 탄성률은 1.378×10

11

이러한 접근의 문제점은 구리가 은에 비해 상당히 단단하다는 것이다.
-2

Nm 이고 은의 경우 1.036×10

11

-2

Nm 이다.

구리

이는 은 코팅된 구리 입자를 갖는 전도

성 잉크는 순수 은 입자를 갖는 잉크보다 상당히 가요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0004]

일부 선행 기술 조성물은 순수 은 필러와 함께 유기 용매 내에서 폴리에스테르 수지, 또는 페녹시 수지, 또는
페녹시 수지와 우레탄 수지의 조합을 사용한다.

이들 조성물의 면적 저항률은 낮고 가요성은 우수함 내지 적절

함의 범위이다.

우레탄 함유 조성물의 경우, 우레탄의 존재가 유리 전이 온도(Tg)의 저하 및 기계적 물성의 손

상을 가져온다.

우수한 전도성 및 가요성을 위해 벌크 은만이 사용되는 모든 조성물의 경우, 비용이 문제된다.

감소된 은의 함량이 좋지 않은 필름 성능 및 낮은 전도성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은의 함량을 줄이는
것은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멤브레인 터치 스위치 및 가요성 회로 기판에 알맞은 물성 및

벌크 은 성분만을 함유하는 조성물보다 낮은 비용을 갖는 전도성 조성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

발명의 내용
[0005]

2

본 발명은 (A) 수지 바인더, (B) 은 도금한 코어 전도성 입자, 및 (C) 1.0 m /g 이상의 표면적을 갖는 전도성
입자를 포함하고, 조성물의 가요성이 (C) 전도성 입자가 없는 조성물의 가요성보다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
요성 전도성 잉크 조성물이다.
에 용매가 첨가된다.

[0006]

혼합 및 디스펜싱에 알맞은 점도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물의 제조 중

용매는 본 발명의 조성물의 성분의 중량 퍼센트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이들 조성물은 1.0 m /g 이상의 표면적을 갖는 전도성 입자를 포함하지 않는 동일한 조성물에 비해 우수한 초기
전도성 및 개선된 가요성을 달성하고, 이들은 벌크 은만을 사용하는 조성물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가요성 전도성 잉크 조성물은 고 전도성, 고 가요성 및 저 비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키보드

및 전기 스위치에 널리 사용되는 멤브레인 터치 스위치 응용에 특히 적합하다.
[0007]

다른 실시태양에서 본 발명은 멤브레인 터치 스위치 장치 또는 가요성 회로에서의 사용을 위한 전도성 필름의
제조 방법이다.

본 방법은 본 발명의 가요성 전기 전도성 조성물을(필요한 경우 용매와 함께) 멤브레인 터치

스위치 기재에 디스펜싱하여 전도성 회로 및/또는 전극을 형성하고, 이어서 조성물을 건조하여 용매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08]

2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서 1.0 m /g 이상의 표면적을 갖는 전도성 입자는 큰 표면적 전도성 입자, 또는 LSA 전
2

도성 입자로 칭할 수 있고, 1.0 m /g

미만의 표면적을 갖는 전도성 입자는 작은 표면적 전도성 입자, 또는 SSA

전도성 입자로 칭할 수 있고; 조성물 성분 중량 퍼센트는 용매를 제외한 건조 조성물의 중량 퍼센트이다.
[0009]

적합한 바인더 수지는 대상 최종 용도에 바람직한 전도성 및 가요성 및 적절한 충격 또는 긁힘 저항성을 달성하
도록 선택된 열가소성 수지이다.

적합한 열가소성 중합체는 폴리에스테르, 페녹시 수지, 페놀계 수지, 아크릴

계 중합체, 아크릴계 블록 공중합체, 삼차-알킬 아미드 관능기를 갖는 아크릴계 중합체, 폴리실록산 중합체, 폴
리스티렌 공중합체, 폴리비닐 중합체, 디비닐벤젠 공중합체, 폴리에테르아미드, 폴리비닐 아세탈, 폴리비닐 부
티랄, 폴리비닐 아세톨, 폴리비닐 알콜,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메틸렌 폴리비닐 에테르,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스티렌 아크릴로니트릴, 비정질 폴리올레핀, 열가소성 우레탄, 폴리아크릴로니트릴, 에틸
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삼원공중합체, 관능성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에틸렌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에틸렌 아크릴레이트 삼원공중합체, 에틸렌 부타디엔 공중합체 및/또는 블록 공중합체,
스티렌 부타디엔 블록 공중합체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0010]

적합한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바인더는, 더 루브리졸 코포레이션(The Lubrizol Corporation,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소재) 제조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인 제품명 에스탄(ESTANE) 5703P로 판매되고 있는 것; 보스틱 핀들
리, 인크(Bostik Findley, Inc) 제조 폴리에스테르계 열가소성 수지인 제품명 비텔(VITEL) 220B로 판매되고 있
는 것; 및 인켐(Inchem,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소재) 제조 페녹시 수지인 제품명 PKHB, PKHC, PKHH, PKHJ
및 PKFE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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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

반응성이 낮거나 없고 적합한 경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바인더는 페녹시 수지이다.

[0012]

총 바인더 함량은 총 건조 조성물의 2 내지 60 중량 퍼센트 범위 내이고; 다른 실시태양에서 총 바인더 함량은
총 건조 조성물의 5 내지 30 중량 퍼센트 범위 내이다.

[0013]

2

1.0 m /g 미만의 표면적을 갖는 전도성 입자는 작은 표면적, SSA, 전도성 입자로 불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
상적으로 은과 같은 원소로 이루어지는 전도성 입자의 대체물로 사용된다.
도성 코어를 가질 수 있다.
있다.

SSA 입자는 전도성 코어 또는 비-전

전도성 코어 및 비-전도성 코어를 갖는 은 도금한 필러의 조합이 사용될 수도

모든 경우, 은 도금한 전도성 필러의 은 함량은 선택된 최종 용도 장치에 적절한 전기 전도성을 제공하

기에 충분해야 하고, 이는 과도한 실험 없이 당업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0014]

SSA 은 도금한 코어 입자의 경우, 대표적인 전도성 코어는 구리, 니켈, 팔라듐, 탄소 블랙, 탄소 섬유, 흑연,
알루미늄 및 인듐 주석 산화물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고; 대표적인 비-전도성 코어는 유리, 중합체, 안
티몬 도핑 주석 산화물, 실리카, 알루미나, 섬유 및 점토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0015]

은 도금한 입자의 코어가 구리인 실시태양에서, 은 도금한 구리의 은 함량은 은 도금한 구리의 은 함량이 5 내
지 30 중량 퍼센트 은의 범위 내일 때 다양한 최종 용도 장치에 적절한 전기 전도성을 제공하기에 충분할 것이
다.

[0016]

은 도금한 필러 입자의 코어가 흑연인 실시태양에서, 은 도금한 흑연의 은 함량은 은 도금한 흑연의 은 함량이
30 내지 80 중량 퍼센트 은의 범위 내일 때 다양한 최종 용도 장치에 적절한 전기 전도성을 제공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0017]

SSA 은 도금한 전도성 입자는 총 건조 조성물의 1 내지 97.9 중량 퍼센트 범위를 구성하고 바람직하게는 총 건
조 조성물의 30 내지 92 중량 퍼센트 범위를 구성한다.

[0018]

2

전도성 잉크에 필요한 가요성을 얻기 위해, 본 발명자들은 1.0 m /g 이상의 표면적을 갖는 전도성 입자의 첨가
가 가요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은 도금한 전도성 필러 입자에 더하여 은 도금한 전

도성 입자보다 큰 표면적을 갖는 전도성 입자가 조성물에 사용된다.

2

이들 LSA 입자는 바람직하게는 1.0 m /g

이상의 표면적을 갖고 충분한 가요성 및 전도성을 달성하기 위해 조성물에 첨가된다.
한 가요성 및 전도성을 제공하는 임의의 전기 전도성 LSA 입자가 사용될 수 있다.

원하는 최종 용도에 충분

LSA 입자는 벌크 금속 또는

전도성 입자(즉, 코어가 없는 것)에 제한되지 않지만, 필요한 큰 표면적을 갖는다면 금속 도금한 코어 입자도
포함한다.

LSA 입자는 총 건조 조성물의 0.1 내지 70 중량 퍼센트 범위 내로, 바람직하게는 총 건조 조성물의

3 내지 60 중량 퍼센트 범위 내로 존재할 것이다.

LSA 전도성 필러의 평균 입자 크기는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00 ㎛의 범위 내, 보다 바람직하게는 5 내지 20 ㎛의 범위 내이다.
[0019]

대표적인 LSA 전도성 입자는 은, 금, 팔라듐, 백금, 탄소 블랙, 탄소 섬유, 흑연, 인듐 주석 산화물, 은 도금한
니켈, 은 도금한 구리, 은 도금한 흑연, 은 도금한 알루미늄, 은 도금한 섬유, 은 도금한 유리, 은 도금한 중합
체 및 안티몬 도핑 주석 산화물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전도성이 원하는 최종 용도에 충분하다면

다른 금속 도금한 입자가 사용될 수 있다.
[0020]

효율적인 디스펜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물의 점도는 용매로 조절될 수 있다.
150,000 mPa·s 범위 내의 점도가 많은 디스펜싱 수단에 적합하다.

50 내지

로토그라비어 또는 플렉소 인쇄의 경우, 적

합한 점도는 500 내지 4,000 mPa·s 범위 내이고; 스텐실 또는 스크린 인쇄의 경우, 적합한 점도는 4,000 내지
50,000 mPa·s 범위 내이다.
[0021]

용매의 총량은 중요하지 않지만, 유효한 점도를 얻도록 조절된다.

대표적인 용매는, 1,4-부탄디올 디글리시딜 에테르, p-tert-부틸-페닐 글리시딜 에테르, 알릴 글리시딜 에테르,
글리세롤 디글리시딜 에테르, 부틸디글리콜, 2-(2-부톡시에톡시)-에틸에스테르, 부틸글리콜아세테이트, 아세트
산, 2-부톡시에틸에스테르, 부틸글리콜, 2-부톡시에탄올, 이소포론, 3,3,5 트리메틸-2-시클로헥센-1-온, 디메틸
숙시네이트, 디메틸글루타레이트, 디메틸아디피에이트, 아세트산, 디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프로
필아세테이트, 알킬 페놀의 글리시딜 에테르(카르도라이트 코포레이션(Cardolite Corporation)으로부터 카르도
라이트(Cardolite) NC513으로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함) 및 아디프산, 글루타르산 및 숙신산의 정제 디메틸 에스
테르(인비스타(Invista)로부터 DPE 이염기성 에스테르로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함)를 포함하고, 단독으로 또는
조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

[0022]

바람직한 용매는 70 ℃ 초과의 인화점을 갖는 것들이고, 다음을 포함한다( b.p.는 끓는점이고 f.p.는 인화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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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틸 글리콜 아세테이트(b.p. 192.3 ℃, f.p. 87 ℃), 카르비톨 아세테이트(b.p. 217.4 ℃, f.p. 109
℃), 글리콜 에테르 (다우아놀(DOWANOL) DPM, b.p.190 ℃, f.p. 75 ℃), 아디프산, 글루타르산 및 숙신산의 디
메틸 에스테르와 같은 이염기성 에스테르(DPE, b.p.196-225 ℃, f.p. 94 ℃), 이염기성 에스테르(DBE-9, b.p.
196-215 ℃, f.p. 94 ℃) 및 에틸 글리콜(카르비톨(CARBITOL), b.p. 201.9 ℃, f.p. 83 ℃).
[0023]

원하는 물성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유기 첨가제가 배합에 포함될 수 있다.
가제는

표면활성제,

계면활성제,

습윤제,

산화방지제,

틱소트로피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첨
보강

섬유,

실란

관능성

퍼플루오로에테르, 포스페이트 관능성 퍼플루오로에테르, 티타네이트, 왁스, 페놀 포름알데히드, 공기 방출제,
유동 첨가제, 접착 촉진제, 유변 개질제 및 스페이서 비드(spacer bead)를 포함한다.
선택된 최종 용도에 바람직한 임의의 물성을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선택된다.

추가 성분은 임의적이며,

사용되는 경우, 첨가제는 총 건

조 조성물의 약 10 중량 퍼센트 이하를 구성할 수 있다.
[0024]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은 멤브레인 터치 스위치 필름의 제조 방법이다.

조성물을 먼저 혼합하여 균일한 페이스트

를 형성하고, 기재에 도포하여 전도성 트레이스 또는 전자 회로를 형성하고, 이어서 5 내지 60 분 동안 90 ℃
내지 180 ℃에서 건조된다.
수 있다.

언급된 건조 조건이 통상적이지만, 적절한 건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 범위 밖일

조성물을 기재에 도포하는 통상적인 방법은 스텐실, 스크린, 로토그라비어 또는 플렉소 인쇄에 의한

디스펜싱을 포함하고, 스크린 인쇄가 멤브레인 터치 스위치 응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0025]

실시예

[0026]

본 발명의 조성물의 면적 저항률로 측정한 전도성 및, 접힘 후의 전도성 변화로 측정한 가요성을 평가하였다.

[0027]

전자 장치용 전도성에 적합한 면적 저항률은 통상적으로 25 ㎛에서 50 mOhm/□ 이하; 다른 실시태양에서, 25 ㎛
에서 30 mOhm/□ 이하; 또 다른 실시태양에서, 25 ㎛에서 20 mOhm/□ 이하일 것이다.

[0028]

면적 저항률(SR)을 4 점 탐침 마운팅 스탠드(루카스 랩스(Lucas Labs) 302)로 키슬리(Keithley) 2010 멀티미터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코팅 두께 T를 디지매틱 인디케이터(미츠토야(Mitutoya) 제조 모델 543-452B)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0029]

면적 저항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했다:

[0030]

SR = ( R(tr) x W(tr) x T(tr) ) / ( L(tr) x 25 )

[0031]

(식 중, (R(tr) = 트랙의 저항(Ohm), W(tr) = 트랙의 폭(mm), T(tr) = 트랙의 두께(㎛), L(tr) = 트랙의 길이
(mm)이다)

[0032]

본 발명의 조성물의 가요성을 조성물의 전도성 트랙이 접힌 후 면적 저항률의 변화 퍼센트로 측정했다.
후 대부분의 조성물은 면적 저항률이 증가하고 일부 전도성 트랙은 손상된다.
하였다.

접힘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수행

조성물의 전도성 트랙을 PET 가요성 기재 상에 두고 저항을 측정하고 계산하였다.

랙이 바깥쪽으로 오도록 하여 기재를 반으로 접었다.

이어서 전도성 트

1800 g 중량을 접힌 자국 위로 굴려서 주름을 잡았다.

기재를 펴고 이번에는 트랙이 안쪽으로 오도록 하여 동일한 접힌 자국을 따라 기재를 접었다.
접힌 자국 위로 굴려서 다시 주름을 잡았다.
고 계산하였다.
[0033]

접힌

1800 g 중량을

기재를 펴고, 1 분 동안 두고, 이전과 같이 면적 저항률을 측정하

면적 저항률의 변화 퍼센트를 계산하였고 그 결과는 실시예와 관련된 표에 나타냈다.

다음의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전도성 필러는 여러 판매자로부터 상업적으로 입수했다.
입자 또는 은 도금한 입자는 표 1에 나타낸 탭 밀도 및 표면적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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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4]

<표 1>

[0035]
[0036]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수지는 달리 언급이 없는 한 인켐 코포레이션(Inchem Corporation,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
나주 소재) 제조 PKHC인 페녹시 수지이다.

수지는 에피클로로히드린을 비스페놀 A와 반응시켜 만든 선형 열가
9

소성 수지이고 89 ℃의 유리 전이 온도(Tg) 및 2.576×10 Pa(373,600 psi)의 탄성률을 갖는다.

용매는 달리

언급이 없는 한 부틸 글리콜 아세테이트였다.
[0037]

테스트 샘플은 성분을 기계적으로 혼합하여 균일한 페이스트를 형성하고, 조성물을 가요성 PET 기재(125 ㎛ 두
께)에 스크린 인쇄하여 2 mm 또는 5 mm 폭의 전도성 트랙을 형성하고, 5 내지 60 분 동안 90 ℃ 내지 180 ℃에
서 조성물 트랙을 건조함으로써 제조하였다.
다.

이어서 위에서 기술한 대로 초기 면적 저항률을 측정하고 계산했

이어서 트랙이 있는 기재를 위에서 기술한 대로 접고, 그 후의 저항률을 측정하고 계산하여 가요성을 평가

하였다.
[0038]

다음의 표에서, 조성물 성분의 중량은 그램으로 주어지고; 전도성 필러 입자와 관련하여, SSA는 "작은 표면적",
2

2

즉 1.0 m /g 미만을 의미하고, LSA는 "큰 표면적", 즉 1.0 m /g 이상을 의미한다.

성분의 중량 퍼센트는 용매

를 제외한다.
[0039]

실시예 1 (비교예) - SSA 은 플레이크를 포함하는 잉크 조성물의 성능

[0040]

표 1의 SSA 은 Ag-2 및 Ag-3을 사용하여 전도성 잉크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하였다.

조성물 배합(중량은 그램 단위) 및 결과를 다음의 표에 나타낸다.

조성물의 전도성 및 가요성을 평가
데이터는 전도성은 좋지만, 접힘

테스트 후 큰 저항률의 증가 퍼센트로 볼 수 있듯이 가요성은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0041]
[0042]

실시예 2 (비교예) - LSA 은 플레이크를 포함하는 잉크 조성물의 성능

[0043]

표 1의 LSA 은 Ag-1을 사용하여 전도성 잉크 조성물을 제조했다.

조성물의 전도성 및 가요성을 평가했다.

성물 배합(중량은 그램 단위) 및 결과를 다음의 표에 나타낸다.

데이터는 전도성 및 가요성 모두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단점은 이들 배합에서와 같이 벌크 은이 유일한 전도성 필러인 조성물의 고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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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4]
[0045]

실시예 3 (비교예) - SSA 은 도금한 구리 플레이크를 포함하는 잉크 조성물의 성능

[0046]

표 1의 SSA 은 도금한 구리 플레이크 SPC-1, SPC-2 및 SPC-3을 사용하여 전도성 잉크 조성물을 제조했다.
물의 전도성 및 가요성을 평가했다.

조성물 배합(중량은 그램 단위) 및 결과를 다음의 표에 나타낸다.

조성
데이터

는 전도성은 우수하지만, 접힘 테스트 후 저항률의 큰 증가로 볼 수 있듯이 SSA 은 도금한 구리 플레이크를 사
용한 조성물의 가요성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임을 나타낸다.

[0047]
[0048]

실시예 4 (비교예) - SSA 은 도금한 구리 플레이크 및 SSA 은 플레이크를 포함하는 잉크 조성물의 성능

[0049]

표 1의 SSA 은 도금한 구리 플레이크 SPC-3 및 은 AG-3을 사용하여 전도성 잉크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의 전도성 및 가요성을 평가했다.

조성물 배합(중량은 그램 단위) 및 결과를 다음의 표에 나타낸다.

조성물
접힘 테

스트 후 저항률의 큰 증가로 볼 수 있듯이 데이터는 SSA 은 도금한 구리 플레이크와 SSA 은 플레이크의 조합을
포함하는 조성물의 가요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임을 나타낸다.

[0050]
[0051]

실시예 5 - SSA 은 도금한 구리 플레이크 및 LSA 은 플레이크를 포함하는 잉크 조성물의 성능

[0052]

표 1의 SSA 은 도금한 구리 플레이크 SPC-3 및 LSA 은 AG- 1을 사용하여 전도성 잉크 조성물을 제조했다.
물의 전도성 및 가요성을 평가했다.

조성물 배합(중량은 그램 단위) 및 결과를 다음의 표에 나타낸다.

조성
데이터

는 SSA 은 도금한 구리 플레이크와 LSA 은 플레이크의 조합을 포함하는 조성물의 가요성이 LSA 전도성 입자가
없는 이전의 실시예의 조성물의 가요성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이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벌크 은 플레이크의 일부를 은 도금한 구리 플레이크로 대체함에 의해 비용을 줄이면서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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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3]

[0054]

[0055]
[0056]

실시예 6 - SSA 은 도금한 구리 플레이크 및 LSA 은 도금한 흑연 플레이크를 포함하는 잉크 조성물의 성능

[0057]

SSA 은 도금한 구리 플레이크 SPC-3 및 LSA 은 도금한 흑연 플레이크 SPG-1을 사용하여 전도성 잉크 조성물을
제조했다.
타낸다.

조성물의 전도성 및 가요성을 평가했다.

조성물 배합(중량은 그램 단위) 및 결과를 다음의 표에 나

데이터는 SSA 은 도금한 구리 플레이크와 LSA 은 도금한 흑연 플레이크의 조합을 포함하는 조성물의

가요성은 조성물에 SSA 은 도금한 구리 플레이크만을 포함하는 실시예 3D 조성물 대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전도성 및 가요성의 개선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이는 동시에 고 표면적 은 플레이크 대신 조성물

에 더 큰 표면적의 은 도금한 흑연 플레이크를 포함시킴에 의해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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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8]
[0059]

실시예 7 (비교예) - SSA 은 도금한 구리 플레이크s, SSA 은 플레이크 및 LSA 은 도금한 흑연 플레이크를 포함
하는 잉크 조성물의 성능

[0060]

표 1의 SSA 은 도금한 구리 플레이크 SPC-3, SSA 은 플레이크 Ag-2 또는 Ag-3 및 LSA 은 도금한 흑연 플레이크
SPG-1을 사용하여 전도성 잉크 조성물을 제조했다.

조성물의 전도성 및 가요성을 평가하였다.

조성물 배합(중

량은 그램 단위) 및 결과를 다음의 표에 나타내고 이 경우 고 표면적 은 도금한 흑연의 수준이 바람직한 수준의
가요성을 가져오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여전히 바람직한 전도성을 유지하는 것을 나타낸다.

[0061]
[0062]

실시예 8 - SSA 은 도금한 구리 플레이크, LSA 은 플레이크 및 LSA 은 도금한 흑연 플레이크를 포함하는 잉크
조성물의 성능

[0063]

표 1의 SSA 은 도금한 구리 플레이크 SPC-3, LSA 은 플레이크 Ag-1 및 LSA 은 도금한 흑연 플레이크 SPG-1을 사
용하여 전도성 잉크 조성물을 제조했다.

조성물의 전도성 및 가요성을 평가했다.

조성물 배합(중량은 그램 단

위) 및 결과를 다음의 표에 나타내고 더 큰 표면적의 은 플레이크의 첨가가 실시예 7에 비해 샘플의 가요성 성
능을 개선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0064]
[0065]

실시예 9 - 폴리우레탄 및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사용하는 전도성 잉크의 성능

[0066]

수지로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및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여 실시예 9의 표에 따른 성분을 포함하도록 전도성 잉크
를 제조하였다.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은 23 ℃의 유리 전이 온도 및 46.2 MPa(6700 psi)의 탄성률을 가졌

고, 루브리졸 어드밴스드 머티어리얼즈, 인크(Lubrizol Advanced Materials, Inc)로부터 제품명 에스탄 57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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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되는 것이었다.

폴리에스테르(PE)는 63 ℃의 유리 전이 온도 및 66.2 MPa(9600 psi)의 탄성률을 가졌고,

보스틱 핀들리, 인크로부터 제품명 비텔 220B로 판매되는 것이었다.

조성물의 용매는 인비스타 스페셜티 인터

미디에이츠(Invista Specialty Intermediates) 제조 이염기성 에스테르, DBE-9였다.
[0067]

트랙이 평균 두께 25 ㎛의 5 mm x 80 mm (폭 x 길이)인 것을 제외하고 위에서 기술한 대로 샘플을 제조하였다.
샘플을 140 ℃에서 10 분 동안 경화시켰다.

앞에서 기술한 대로 조성물의 전도성 및 가요성을 평가했다.

조성

물 배합(중량은 그램 단위) 및 결과를 다음의 표에 나타낸다.

[0068]
[0069]

다양한 조합의 크고 작은 표면적 전도성 필러를 사용하여 앞에서 기술한 대로 추가적인 조성물을 제조했다.
도성 및 가요성을 측정하였다.

조성물 배합(중량은 그램 단위) 및 결과를 다음의 표에 나타낸다.

전

데이터는

LSA 전도성 필러의 사용이 우수한 전기적 성능을 유지하면서 PE 또는 TPU와 같은 가요성 수지의 가요성을 개선
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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