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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Cu 나노입자 합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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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est in copper nanoparticles has increased as an alternative for substituting silver nanoparticles because
of its lower cost and less electromigration effect than silver. In this paper, the recent research trends and main results in
wet-chemical synthesis of sub-100 nm Cu nanoparticles were summarized. The characteristics of synthesis were discussed
with a classification such as modified polyol synthesis, modified hydrothermal synthesis, solvothermal synthesis, and the
others, focussing on effects of capping agents, reductants, and pH. Information on the oxidation of synthesized copper
nanoparticles were additionally com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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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환원력의 차이 및 금속 이온과의 상호 작용성에서의 차
이를 만들므로 적정 합성 온도의 설정과 이후 합성 입자
의 크기 및 형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성 입자를 수산화물 및 산화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환원된 금속 원자는 금속 입자로의 핵생성과 성장 단계
에서 소모되는데, 최종 합성 입자의 입도 분포 결과는 La
Mer 모델로 설명되고 있다.2,3) 폴리올 알콜류는 가열을 통
해 전이된 후 이후의 환원반응에서 전자 제공의 역할, 즉
환원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예로 ethylene glycol
(EG)은 아래 반응과 같이 가열 단계에서 탈수(dehydration)
과정을 통해 acetaldehyde로 전이된 후 금속 이온에 전자
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아울러 폴리올 알콜
류는 수용액에 비해 나노입자에 대한 분산 특성이 우수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최근에는 이러한 폴리올 합성
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그 속도를 증가시켜 생산성을 향
상시키는 동시에 생성 나노입자의 크기를 더욱 미세화하
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환원제를 추가적으로 첨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공정은 변형된(modified) 폴리올
합성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금속 나노입자는 벌크(bulk) 금속과 대비해 그 크기 감
소에 따른 기능성 향상 및 독특한 특성의 생성 등으로 지
난 10여년이상 많은 관심을 끌어왔고, 최근에도 나노입
자의 다양한 특성 분석 및 응용 분야 확대 등과 관련된
광범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금속 나노입
자의 특성은 그 크기와 형태, 결정구조, 조성 및 순도 등
에 의해 좌우되므로 가장 현실적인 제조 공정으로 고려
되는 습식 환원 공정을 통해 나노입자의 형상 및 크기 등
을 제어하는 내용은 금속 나노입자의 대표 연구 주제로
자리잡고 있다.
습식 환원 공정에 의한 금속 나노입자의 제조법 중 최
근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제조법은 폴리올 합성법이
다. 폴리올(polyol)이란 분자 중에 2개 이상의 수산기
(hydroxyl group, -OH)를 함유하는 알콜류를 이르는 말로,
이러한 알콜류에 염(salt) 또는 수산화물(hydroxide), 산화
무기화합물(inorganic compound) 전구체(precursor)를 용
해시켜 환원 가능한 금속 이온을 형성시킨 뒤, 용액을 적
정 온도로 가열하여 용액 내에서 금속 이온의 환원 반응
을 유도하는 미세 분말 제조법을 폴리올 합성법으로 언
급하고 있다. 이때 사용된 폴리올 용매는 그 종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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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온 및 고압하의 수용액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나
노입자의 제조법인 수열합성(hydrothermal synthesis)과
고온 및 고압하의 알콜류 및 특수 용매의 환원제 특성을
사용하여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용매열합성(solvothermal
synthesis) 또한 최근 관심있게 연구되고 있는 습식 환원
공정의 대표 예이다.1) 단지 많은 경우의 수열합성 및 용
매열합성 반응이 고압 환경이 아닌 조건에서도 충분한 화
학반응이 가능한 반응 조합 및 공정조건을 사용하므로 최
근의 연구 동향은 오토글레이브(autoclave)와 같은 장치
를 사용하지 않고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경우가 더욱 우
세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현재의 대표 도전성 잉크인 Ag 나노잉크를
대체하고자 최근 더욱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Cu 나노잉
크의 핵심 소재인 Cu 나노입자의 습식 환원 공정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결과들을 논의
하고자 한다. Cu 나노입자는 대기 중 노출 시 쉽게 산화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Ag에 비해 그 원료가격이
약 60배 가량이나 저렴하면서도 전기전도도는 약 5% 정
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저가격 고전도도 금속이므로 향후
전자 패키징용 금속 소재로 매우 유망한 재료이다(Ag의 비
저항값: 1.59×10-8 Ω·cm, Cu의 비저항값: 1.67×10-8 Ω·cm).
아울러 Cu 분말의 표면 산화를 억제시키기 위한 Cu 분말
의 Ag 코팅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고,5-11) intense pulse
light(IPL)를 사용한 대기 소결 기술12,13) 등이 개발되고 있
는 상황에서 향후 Cu 나노입자의 적용 분야는 도전 잉크
소재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14)

2. 합성법에 따른 결과 고찰
2.1 변형 폴리올합성법에 의한 Cu 나노입자의 제조

Park 등은 polyvinylpyrrolidone(PVP) 캡핑제(capping
agent)와 sodium phosphinate monohydrate(NaH2PO2·H2O)
환원제를 용융시킨 diethylene grycol(DEG) 용액을 140oC로
가열시킨 후, copper(II) sulfate pentahydrate(CuSO4·5H2O) 전
구체 수용액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Cu 나노입자를 합성하
였다.15) 1시간의 반응 후 원심분리를 통해 획득된 Cu 나
노입자는 평균 직경 45 nm(표준편차: 8 nm)를 나타내었
고, EG와 2-methoxyethanol의 혼합 용액 내에서 30일간
보관 후에도 산화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인쇄한 Cu 잉크를 325oC의 진공
분위기에서 1시간동안 소결한 결과 17.2 µΩ·cm의 우수한
비저항값을 얻을 수 있었다.
Zhang 등은 copper(II) sulfate(CuSO4) 전구체와 PVP(분
자량: 55,000) 캡핑제를 용융시킨 EG 용액에 sodium
hydroxide(NaOH) EG 용액을 추가하여 pH 11인 용액을
제조하였다.16) 그 후 sodium borohydride(NaBH4) 환원제
를 용융시킨 EG 용액을 상기 용액에 상온에서 주입함으
로써 최소 1.4 nm(표준편차: 0.6 nm)에서 최대 3.1 nm(표
준편차: 0.5 nm)의 평균 직경을 갖는 구형의 초미세 Cu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제20권 제3호 (2013)

Fig. 1. TEM images and particle size distributions of copper
nanoparticles synthesized by a modified polyol method as a
function of the amount of CTAB: (a) 0.43 g, (b) 0.85 g, (c)
1.7 g, and (d) 3.4 g.17)

나노입자를 합성하였다. Cu 나노입자의 합성은 입자의
산화를 막기 위한 질소 가스 버블링(bubbling) 조건에서
실시되었다. 입자 크기의 분석 결과 PVP 캡핑제의 첨가
량이 증가함에 따라 합성 Cu 입자의 직경이 감소하는 경
향이 관찰되는데, 이는 PVP 분자들이 합성된 Cu 나노입
자 표면과 강하게 결합하여 입자의 성장 및 입자간의 응
집(aggregation)을 저지시키기 때문이다.
Tang 등은 copper(II) sulfate pentahydrate 전구체와 PVP
캡핑제 및 cetyltrimethyl ammonium bromide(CTAB) 표면
안정제(surfactant)를 용융시킨 50 ml DEG 용액을 90oC로
가열시킨 후, 환원제인 sodium phosphinate monohydrate
가 용융된 50 ml DEG 용액을 주입하여 대기중에서 최소
10 nm(표준편차: 5 nm)에서 최대 80 nm(표준편차: 20 nm)
평균 직경의 구형 Cu 나노입자를 합성하였다.17)
Fig. 1은 CTAB의 첨가량에 따라 합성된 Cu 나노입자의
크기 변화를 보여준다. CTAB의 양이 0.43 g에서 0.85 g 및
1.7 g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명백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보호제(protective agent) 및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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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M images and particle size distributions of copper
nanoparticles synthesized by a modified polyol method as a
function of the reducing agent: (a) 0.01 mol, (b) 0.02 mol, (c)
0.03 mol and (d) 0.04 mol.17)

제(stabilizer)의 역할을 하는 CTAB의 양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CTAB 양이온들로 흡착된 Cu 나노입자들간의 응집
(agglomeration)이 정전기적 힘 등에 의해 억제된 결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CTAB의 양이 1.7 g에서 3.4 g으로 2
배 증가한 범위에서는 Cu 나노입자들의 크기가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고농도의 CTAB가 매우 미
세한 입자들과 핵들의 응집을 막는 데에는 여의치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한편 PVP 첨가량에 따른 Cu 나노입자의 크기 변화 관
찰 시 캡핑제인 PVP 양이 0.2 g에서 4 g까지 증가함에 따
라 입자의 평균 크기는 40 nm에서 15 nm까지 지속적으
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CTAB와
PVP 2종의 표면안정제를 동시 사용할 경우 Cu 나노입자
표면에 우선적으로 결합하는 PVP 분자들이 입자들의 성
장 및 응집 방지에 더욱 효과적인 성분임을 나타내는 결
과로 해석된다.
Fig. 2는 환원제의 양에 따라 합성된 Cu 나노입자의
TEM 이미지와 그에 따른 입도 분포를 나타낸다. TEM 결
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보다 작은 Cu 나노입자를 합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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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최적의 환원제 양(Fig. 2b 조건)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환원제 양이 늘어나면서 핵생성 속도가 빨라
져 입자 크기 및 표준편차의 감소가 나타내지만, 더 많은
환원제가 첨가되면(Fig. 2c, 2d 조건) 입자 크기가 다시 증
가하는 거동을 나타낸다. 이는 합성 도중 증가된 환원제
양으로 인해 초기 핵생성 속도뿐만 아니라 이후 모든 반
응 속도가 증가되어 궁극적으로 입자간의 응집을 야기시
키므로 입자 크기 및 편차의 증가를 유발시키게 된다.
반응 온도별로 합성된 Cu 나노입자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반응 온도가 70oC부터 100oC까지 높아짐에 따라 합
성된 Cu 나노입자의 크기가 15 nm로부터 25 nm 수준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높은 반응 온도로 인해 반응
속도가 전체적으로 빨라지면서 초기 입자 형성 후 캡핑제
가 입자 표면에 완벽히 배열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입자의 성장 및 응집이 야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Dang 등은 copper(II) sulfate pentahydrate 전구체와
PVP(분자량: 40,000) 캡핑제 및 Cu의 산화를 막기 위한
보호제(protective agent)인 아스코빅산(ascorbic acid)을
EG에 용융시킨 후 NaOH를 첨가하여 pH가 12인 상태에
서 NaBH4 환원제를 용융시킨 EG 용액을 주입하여 구형
Cu 나노입자를 합성하였다.18) PVP와 Cu2+의 다양한 몰비
에 따라 합성된 Cu 나노입자의 TEM 이미지를 분석한 결
과, [PVP]/[Cu2+]=0.1일 경우 120 nm(표준편차: 31 nm)의
평균 직경을 나타내던 Cu 나노입자들은 [PVP]/[Cu2+]=0.3
일때 평균 직경이 6 nm(표준편차: 1.7 nm)가 되어 PVP의
증가에 따른 입자 크기의 급격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Choi 등은 Ar 분위기 내에서 Cu(II) acetylacetone
(Cu[C5H7O2]2) 전구체와 4.1 g의 PVP 캡핑제를 용융시킨
25 ml의 1,5-pentanediol 용액을 다양한 pH 조건(5.6, 9, 13)
으로 맞춘 후 220oC로 가열한 다음, 이에 0.83 g의 NaBH4
를 용융시킨 25 ml의 1,5-pentanediol을 주입하는 방법으

Fig. 3. TEM images of Cu nanoparticless synthesized by a
modified polyol method with different values of pH: (a) 5.6,
(b) 9, and (c) 13.19)
J. Microelectron. Packag. Soc. Vol. 20, No. 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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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형의 Cu 나노입자를 제조하였다.19) pH의 조절을 위
해서는 NaOH가 사용되었다. Fig. 3은 pH 조건별로 합성
된 Cu 나노입자의 TEM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pH가 5.6
에서 13으로 증가함에 따라 Cu 나노입자의 평균 직경이
33 nm(표준편차: 3.15 nm)에서 9 nm(표준편차: 1.94 nm)
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pH 증가로 인해 변화된
PVP의 구조가 Cu 이온의 초기 핵생성 속도를 빠르게 하
여 보다 작은 입자의 생성을 야기시킨 것으로 해석되었
다. pH 13에서 합성된 평균 직경 9 nm의 Cu 나노입자들
을 120oC의 수소 분위기에서 소결한 결과 45 µΩ·cm의 비
저항값이 측정되었다.
2.2 변형 수열합성법에 의한 Cu 나노입자의 제조

Wang 등은 0.05 mM의 copper(II) sulfate 전구체와 0.20.3 ml의 polyallylamine(PAAm) 안정화제(stabilizing agent)
및 캡핑제를 10 ml의 초순수에 용융시키기 위해 60oC에
서 20분간 교반한 후, 0.5 M의 NaOH 용액 0.6-0.8 ml를 방
울방울 떨어뜨려 pH를 조절한 다음 최종적으로 1.0 mM의
hydrazine hydrate(N2H4·H2O) 환원제 용액을 부어 60oC 대
기중에서 Cu 나노입자를 합성하였다.20) 그 결과 0.22 ml의
PAAm 첨가 조건에서 35분 반응 시에는 평균 직경 40 nm
의 구형 Cu 나노입자(Fig. 4a)가, 60분 반응 시에는 평균
직경 50 nm의 구형 Cu 나노입자(Fig. 4b, 장시간의 반응으
로 그 표면의 일부는 Cu2O 상이 생성된 것으로 분석됨)가
생성되어 반응시간의 변화만으로도 입자 크기를 20% 정
도 제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첨가되는 NaOH
는 대기 중 합성 시 Cu 산화물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한편 PAAm 첨가양을
0.27 ml로 증가시킨 경우 구형의 Cu 나노입자와 더불어 Cu
나노로드(nanorod)가 동시에 생성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Fig. 4. TEM images of PAAM-capped copper nanoparticles synthesized
by a modified hydrothermal method with 0.22 ml of PAAm
after (a) 35 min and (b) 60 min of reaction time, and (c)
0.27 ml of PAAm.20)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제20권 제3호 (2013)

(Fig. 4c), 이는 PAAm 안정화제의 역할로 분석되었다.
Biçer 등은 copper(II) sulfate pentahydrate 전구체와 아스
코빅산 환원제를 용융시킨 100 ml의 탈이온수에 CTAB
양이온 표면안정제(cationic surfactant) 또는 캡핑제와 pH
조절을 위한 NaOH 수용액을 첨가한 후 85oC 대기중에서
가열하는 방법으로 최소 90 nm(표준편차: 25 nm)에서 최
대 1.5 µm(표준편차: 0.3 µm)의 평균 직경을 갖는 구형의
Cu 입자를 합성하였다.21)
Fig. 5는 CTAB의 첨가량에 따라 합성된 Cu 입자의 건조
후 SEM 이미지를 보여준다. CTAB 캡핑제의 미첨가 시 합
성된 Cu 입자의 평균 직경은 1.5 um에 이르렀으나, CTAB
가 0.06 M 첨가됨에 따라 입자의 평균 직경은 0.4 um 수준
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를 통하여 합성 입자의 성장을 억
제시키는 CTAB 캡핑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나 CTAB가 0.09 M까지 더욱 첨가된 경우(Fig. 5c)에서
는 Cu 입자의 크기가 더욱 작아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
향은 앞서 변형 폴리올 공정에서의 CTAB 첨가 효과와
동일했다. 또한 전구체와 CTAB의 농도를 줄이고, pH를
6.5까지 증가시킨 경우에서 평균 직경 90 nm의 가장 미
세한 구형의 Cu 나노입자(Fig. 5d)를 얻을 수 있었다.
Fig. 5d는 30분간 반응시킨 조건인 반면, Fig. 5d와 동일
한 전구체, CTAB 및 아스코빅산의 농도와 동일한 pH값
및 반응온도 조건에서도 반응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
가할 경우 나노와이어가 생성되는 거동이 관찰되었다. 나
노와이어의 생성은 기본적으로 Cu2+ 이온들의 느린 환원
속도에 기인하게 되는 바, 아스코빅산과 같은 약환원제
의 사용 및 옅은 전구체의 농도 조건에서 CTAB와 같은
표면안정제가 존재할 때 생성될 수 있었다. 또한 높은 반
응온도는 반응속도를 증가시키는 한편 작은 합성 입자들
의 재용해와 Ostwald ripening에 의한 구형 입자의 성장
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와이어의 합성은 낮은 반응온

Fig. 5. SEM images of copper powders obtained by a modified
hydrothermal method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CTAB: (a)
0 M, (b) 0.06 M, and (c) 0.09 M. Sample (d) was prepared
under different conditions.21) The scale bar is 5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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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건에서 보다 유리하다. 단지 본 함성에서는 반응온
도가 60oC로 감소됨에 따라 합성된 입자에서 Cu2O 상이
검출되었는데, 반응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합성 용액 내
의 용존 산소를 제거할 만큼 첨가된 아스코빅산의 활성
화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Xiong 등은 10 mM의 copper(II) chloride dihydrate
(CuCl2·2H2O) 전구체가 용융된 50 ml 탈이온수 용액을
80oC로 가열시킨 후, 아스코빅산이 다양한 몰 농도(0.4,
0.6, 0.8, 1.0 M)로 용융된 50 ml 탈이온수 용액을 대기중
에서 주입시켜 최소 1.34 nm(표준편차: 0.14 nm)에서 최
대 1.87 nm(표준편차: 0.35 nm)의 평균 직경을 갖는 구형
의 초미세 Cu 나노입자를 합성하였다.22) 아스코빅산의
농도에 따라 합성된 Cu 나노입자의 TEM 사진들로부터
아스코빅산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입자의 크기 및 크기 편
차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아스코빅산이 환원
제의 역할과 동시에 캡핑제의 역할을 수행하여 입자 표
면에 흡착된 아스코빅산 분자들이 입자 성장을 저지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즉, 아스코빅산은 Cu 이온이 환원
됨과 동시에 산화되어 탈수소 아스코빅산(dehydroascorbic
acid)의 다수산기 구조(polyhydroxyl structure)가 되는데, 이
는 합성된 Cu 나노입자 표면에 존재하여 나노입자의 우
수한 분산성 및 응집 방지 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내산화 특성이 비교적 우
수한 PVP와 같은 캡핑제를 사용하지 않고 대기중에서 산
화되지 않은 Cu 나노입자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물과 아
스코빅산의 조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제
조법은 이후 세척에 의한 제거가 까다로운 PVP 또는
oleylamine 등과 같은 캡핑제의 사용 없이도 대기 합성 시
Cu 산화물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향후 활용 가
능성이 높은 공정으로 평가된다.
Zhang 등은 친환경 캡핑제인 젤라틴(gelatin)를 30 ml의
탈이온수 용액에 60oC에서 30 분간 용해시킨 후, 대기 중
에서 0.05 M의 copper(II) nitrate trihydrate(Cu(NO3)2·3H2O)
전구체를 첨가하고, pH 변화를 유발시키는 6 ml의
hydrazine hydrate 환원제 용액을 주입하여 평균 직경
12.2 nm(표준편차: 3.7 nm)을 갖는 구형의 Cu 나노입자를
합성하였다.23) 이 경우 젤라틴의 양이 적은 조건에서는
Cu oxide가 생성되나, 젤라틴의 양이 0.25 g을 초과할 경
우 첨가되는 젤라틴이 합성된 Cu 나노입자들을 충분히
둘러싸며 산소로부터 Cu의 산화를 막아주므로 순수한
Cu 나노입자가 생성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젤라
틴의 네트워크 구조로 인해 초기 합성된 Cu 나노입자가
젤라틴 매트릭스(matrix) 내에 존재하게 되므로 분산에
의한 입자간의 응집 방지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2.3 용매열합성에 의한 Cu 나노입자의 제조

Hyaman 등은 3.7 mM의 copper(II) acetate(Cu[CO2CH3]2)
전구체와 0~25 mM의 oleylamine 캡핑제를 용융시킨 1heptanol(CH3[CH2]6OH) 용액을 질소 분위기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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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M images of copper compounds synthesized using
different concentration of hydroxyl ions: (a) 4 mM, (b) 8 mM,
(c) 15 mM and (d) 23 mM.24)

160oC로 가열시킨 후 0~23 mM의 NaOH pH제를 첨가하
여 Cu 나노입자를 합성하였다.24)
Fig. 6은 NaOH 첨가에 따른 수산기 이온의 몰 농도별
합성 입자들의 TEM 이미지이다. 수산기 이온의 농도가
낮은 Fig. 6a의 경우 입방체(cubic) 형태의 입자들이 관찰
되었는데 이는 XRD에 의해 Cu2O 상으로 분석되었다. 반
면에 수산기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순수 Cu 나노입
자들이 생성되었으며, Fig. 6b~6d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크
기는 지속적으로 작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수
산기 이온의 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반응의
kinetics가 증가하여 입자의 크기가 점차 감소하고, 그 형
상은 구형에 가까워지는 결과로 해석되었다. 또한 본 반
응 시스템은 아래 scheme 1의 반응식과 같이 Cu 이온들
이 oleylamine과의 Cu complex 형성, Cu hydroxide 형성,
CuO 형성, Cu2O 형성의 단계를 거쳐 순수한 Cu로 전환
되는 것으로 예측되므로 반응의 kinetics 향상이 순수 Cu
상의 생성을 완료시킨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Fig. 7은 oleylamine의 몰 농도에 따라 합성된 입자들의

Scheme 1. Synthesis scheme for metal copper from copper ions using
alcohol as reducing agent. Cu* is copper complex with
oleylamine and Cu(OH)2* represents the formation of
hydroxo complex of copper.24)
J. Microelectron. Packag. Soc. Vol. 20, No. 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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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TEM image and (b) FFT pattern of copper nanoparticles
synthesized by a solvothermal method using oleylamine.

Fig. 7. TEM images of copper oxide and metal copper synthesized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oleylamine: (a) 2.5 mM, (b)
5 mM, (c) 10 mM and (d) 20 mM.24)

TEM 이미지이다. 5 mM 이하의 oleylamine 첨가 시 합성
입자들은 XRD 분석에서 Cu와 Cu2O 상을 동시에 검출된
반면, 10 mM과 20 mM의 oleylamine 첨가 시에는 Cu 상
만이 관찰되었다. 또한 첨가된 oleylamine 양이 10 mM과
20 mM로 증가함에 따라 Cu 나노입자의 크기는 감소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이는 합성된 미세 Cu 나노입자 표면
에 흡착된 oleylamine 분자수가 많아짐에 따라 Cu의 산화
가 억제되는 한편 입자의 성장도 억제시키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합성 직후 잔존하는 Cu 전구체염 및 oleylamine 캡핑제
를 제거하기 위해 Cu 나노입자를 에탄올과 톨루엔이 혼
합된 용액으로 세척시킨 후, 이 Cu 나노입자를 dodecane
용매에 재분산시켜 분산 안정성이 우수한 Cu 나노잉크
를 제조하였다. 이 Cu 나노잉크를 유리판에 스핀 코팅한
후 250oC의 진공 분위기에서 1시간동안 소결시킨 결과
벌크 Cu의 비저항값(1.68 µΩ·cm)과 비교할만한 수준인
26~35 µΩ·cm의 우수한 비저항값을 얻을 수 있었다.
Muzikansky 등은 0.382 mM의 무수(anhydrous) copper
(II) acetylacetonate와 10 ml의 oleylamine을 혼합한 다음,
230oC의 질소 분위기에서 3시간 반응시키는 간단한 용매
열 합성법으로 Cu 나노입자를 합성하였다.11) 이러한 제조
법에서 oleylamine은 용매 및 캡핑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조된 Cu 나노입자는 TEM 관찰로부터 13 nm(표
준편차: 2.0 nm)의 평균 직경을 나타내었으며, 단결정으로
분석되었다.
저자들은 3.7 mM의 Cu(II) nitrate hemi(pentahydrate)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제20권 제3호 (2013)

(Cu[NO3]2·2.5H2O, Sigma-Aldrich, 98%)를 100 ml의
oleylamine 용매(Aldrich, 70%)에 30분간 교반하여 용해시
킨 다음, 지속적으로 질소 가스 버블링을 실시하면서
240oC에서 3시간 유지한 후 냉각하는 용매열 합성법으로
Cu 나노입자를 합성해 보았다. 그 결과 Fig. 8과 같이
15~25 nm 직경의 구형에 가까운 Cu 나노입자들이 합성되
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fast Fourier transform
(FFT) 분석을 통해 각 입자의 표면에는 산화막이 형성되
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TEM 샘플의 제조 과정
에서 Cu 나노입자들이 대기 중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과
로 분석되었다.
상기 합성법과 같이 추가적인 캡핑제의 사용 없이
oleylamine 용매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Cu 나노입자 용액
은 대기에 노출될 경우 그 색상이 서서히 변화되면서 산
화되는 거동을 나타내었으며, 도전성 잉크 소재의 일반
적인 소결 온도인 250oC 이하의 온도에서 소결 시 산화
뿐 아니라 oleylamine 유기물이 제거되지 않고 다량 잔존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요컨대 oleylamine 용매를 사
용한 용매열 합성법은 그 공정이 매우 간단하나, 실제 응
용을 위해서는 Cu 나노입자의 산화를 최대한 억제시키
면서 oleylamine 캡핑부를 효과적으로 세척하여 제거하
는 공정의 개발이 요구된다.
2.4 기타 습식 화학적 합성법에 의한 Cu 나노입자의 제조

Li 등은 자체 제조한 리간드 혼합물(ligand의 mixture,
O, O-di-n-cetyldithiophosphate)과 1.5 mM의 sodium
hypophosphite(NaH2PO2)를 용해시킨 100 ml의 에탄올/탈
이온수 혼합액을 대기중에서 60oC로 가열시킨 후, 2 mM
의 copper(II) acetate 전구체를 용융시킨 20 ml 탈이온수
용액와 10 ml의 hydrazine hydrate 환원제 용액을 연속적
으로 방울방울 주입하는 방법으로 구형의 Cu 나노입자
를 합성하였다.25) 30분의 반응 후 원심분리하여 획득한
Cu 나노입자는 평균 47.5 nm(표준편차: 11 nm)의 직경을
나타내었으며, 나노입자의 표면이 개질된 효과로 유기용
매 내에서 우수한 분산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제조 Cu 나
노입자는 등유(kerosene) 내에서 120oC부터 산화되는 거
동이 관찰되어 상대적으로 우수한 내산화 특성을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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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 low magnification FESEM image of the copper nanoparticles
synthesized by Shenoy et al.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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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대기 중 합성 시에도 Cu oxide의 생성이 억제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용매열합성법에서 1-heptanol 용매를 사용할 경우 질소
분위기에서도 Cu oxide가 생성되나 oleylamine이 첨가되거
나 수산기 이온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순수 Cu가 합성되면
서 합성된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Oleylamine 용매 및 캡핑제는 내산화 특성이 미약하므로 불
활성 분위기에서 사용되었다. 물과 EG를 섞어 용매로 사
용한 경우에서는 아스코빅산과 SLS를 함께 첨가하여 대기
중 합성 시에도 Cu 나노입자를 합성할 수 있었다. SLS는
입자 미세화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사의 글
Shenoy 등은 37.5 mM의 copper nitrate(Cu[NO3]2) 전구
체와 6.25 mM의 sodium lauryl sulphate(SLS) 표면안정제
를 용융시킨 80 ml 증류수에 0.5 M의 아스코빅산 환원제
를 용해시킨 30 ml EG 용액을 주입한 후, 대기중에서
65oC로 가열하는 방법으로 최소 22 nm에서 최대 58 nm
의 평균 직경을 가지는 구형의 Cu 나노입자를 합성하였
다(Fig. 9).26) 이 공정은 대기 중에서 합성했음에도 불구
하고 XRD 분석에서 Cu 산화물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
는 아스코빅산 환원제가 SLS 표면안정제와 더불어 캡핑
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SLS 캡핑제는 Cu 나노입자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에도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제조법은 향후 세
척이 까다로운 PVP 또는 oleylamine 등과 같은 캡핑제의
사용 없이도 대기 합성 시 Cu 산화물이 형성되지 않은 또
하나의 공정으로 평가된다.

3. 결

론

본고에서는 Cu 나노입자의 습식 환원 공정에 대해 최
근 5년간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결과들을 논의해
보았다. 변형 폴리올법에 의해 Cu 나노입자를 합성할 경
우 나노입자의 성장 및 방지의 목적으로 대부분 PVP 캡
핑제를 사용하였으며, PVP 첨가량이 증가할 때 Cu 입자
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CTAB와 같
은 캡핑제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경우 Cu 입자의 크기는
더욱 안정적으로 감소하였다. Sodium borohydride에 비해
sodium phosphinate monohydrate를 환원제로 사용한 경우
에서는 합성 온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약환원제의 특성을
나타냈으며, 용액의 pH 증가에 따라 합성 Cu 입자의 크
기가 작게 제어되는 거동도 관찰되었다.
변형 수열합성법에 의해 Cu 나노입자를 합성할 경우
대기 중에서도 산화되지 않는 Cu 나노입자를 합성할 수
있었으며, PAAm 또는 CTAB 첨가에 따라 나노로드 또는
나노와이어의 합성이 가능하였다. 첨가되는 CTAB 또는
아스코빅산의 양이 증가할수록 합성된 Cu 나노입자의 크
기는 감소하였으며, 충분한 양의 젤라틴 캡핑제가 첨가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
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C. S. S. R. Kumar, Metallic Nanomaterials, pp.3-557,
WILEY-VCH, Weinheim (2009).
2. V. K. LaMer and R. H. Dinegar, “Theory, Production and
Mechanism of Formation of Monodispersed Hydrosols”, J.
Am. Chem. Soc., 72, 4847 (1950).
3. V. K. LaMer, “Nucleation in Phase Transitions”, Ind. Eng.
Chem., 44, 1270 (1952).
4. G. Carotenuto, G. P. Pepe and L. Nicolais,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Nano-Sized Ag/PVP Composites for
Optical Applications”, Eur. Phys. J. B, 16, 11 (2000).
5. X. Xu, X. Luo, H. Zhuang, W. Li and B. Zhang, “Electroless
Silver Coating on Fine Copper Powder and Its Effects on Oxidation Resistance, Mater. Lett., 57, 3987 (2003)
6 .H. T. Hai, J. G. Ahn, D. J. Kim, J. R. Lee, H. S. Chung and
C. O. Kim, “Developing Process for Coating Copper Particles
with Silver by Electroless Plating Method”, Sur. Coat. Technol., 201, 3788 (2006).
7. M. Tsuji, S. Hikino, Y. Sano and M. Horigome, Preparation
of Cu@Ag Core-Shell Nanoparticles Using a Two-Step
Polyol Process under Bubbling of N2 Gas”, Chem. Lett.,
38(6), 518 (2009).
8. M. Tsuji, S. Hikino, R. Tanabe, M. Matsunaga and Y. Sano,
“Synthesis of Ag/Cu Alloy and Ag/Cu Alloy Core Cu Shell
Nanoparticles Using a Polyol Method”, Cryst. Eng. Comm.,
12, 3900 (2010).
9. S. J. Kim, E. A. Stach and C. A. Handwerker, “Fabrication
of Conductive Interconnections by Ag Migration in Cu-Ag
Core-Shell Nanoparticles”, Appl. Phys. Lett., 96, 144101
(2010).
10. Y. Peng, C. Yang, K. Chen, S. R. Popuri, C.-H. Lee and B.S. Tang, “Study on Synthesis of Ultrafine Cu-Ag Core-Shell
Powders with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Appl. Surf. Sci.,
263, 38 (2012).
11. A. Muzikansky, P. Nanikashvili, J. Grinblat and D. Zitoun,
“Ag Dewetting in Cu@Ag Monodispersed Core-Shell Nanoparticles”, J. Phys. Chem. C, 117, 3093 (2013).
12. H.-S. Kim, S. R. Dhage, D.-E. Shin and H. T. Hahn, “Intense
J. Microelectron. Packag. Soc. Vol. 20, No. 3 (2013)

18

신용무·지상수·이종현

Pulsed Light Sintering of Copper Nanoink for Printed Electronics”, Appli. Phys. A, 97, 791 (2009).
13. J. Ryu, H.-S. Kim and H. T. Hahn, “Reactive Sintering of
Copper Nanoparticles Using Intense Pulsed Light of Printed
Electronics”, J. Electron. Mater., 40(1), 42 (2011).
14. S.-J. Hong, J.-W. Kim, C. J. Han, T.-S. Kim and T.-W Hong,
“Trends on Technology of Eco-Friendly Metal and Ceramic
Nanoparticle Inks for Direct Printing”, J. Microelectron.
Packag. Soc., 17(2), 1 (2010).
15. B. K. Park, D. Kim, S. Jeong, J. Moon and J. S. Kim, “Direct
Writing of Copper Conductive Patterns by Ink-jet Printing”,
Thin Solid Films, 515, 7706 (2007).
16. H.-X. Zhang, U. Siegert, R. Liu and W.-B. Cai, “Facile Fabrication of Ultrafine Copper Nanoparticles in Organic Solvent”, Nanoscale Res. Lett., 4, 705 (2009).
17. X.-F. Tang, Z.-G. Yang and W.-J. Wang, “A Simple Way of
Preparing High-Concentration and High-Purity Nano Copper
Colloid for Conductive Ink in Inkjet Printing Technology”,
Colloids Surf. A, 360, 99 (2010).
18. T. M. D. Dang, T. T. T. Le, E. Fribourg-Blanc and M. C.
Dang, “The Influence of Solvents and Surfactants on the
Preparation of Copper Nanoparticles by a Chemical Reduction Method”, Adv. Nat. Sci.: Nanosci. Nanotechnol., 2,
025004 (2011).
19. C. S. Choi, Y. H. Jo, M. G. Kim and H. M. Lee, “Control of
Chemical Kinetics for Sub-10 nm Cu Nanoparticles to Fabricate Highly Conductive Ink below 150oC”, Nanotechnology,
23, 065601 (2012).
20. Y. Wang and T. Asefa, “Poly(allylamine)-Stabilized Colloidal
Copper Nanoparticles: Synthesis, Morphology and Their Surface-Enhanced Raman Scattering Properties”, Langmuir,
26(10), 7469 (2010).
21. M. Biçer and I. Sisman, “Controlled Synthesis of Copper
Nano/Microstructures Using Ascorbic Acid in Aqueous
CTAB Solution”, Powder Technol., 198, 279 (2010).
22. J. Xiong, Y. Wang, Q. Xue and X. Wu, “Synthesis of Highly
Stable Dispersions of Nanosized Copper Particles Using Lascorbic Acid”, Green Chem., 13, 900 (2011).
23. D. Zhang and H. Yang, “Gelatin-stabilized Copper Nanopar-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제20권 제3호 (2013)

ticles: Synthesis, Morphology and Their Surface-enhanced
Raman Scattering Properties”, Physica B, 415, 44 (2013).
24. J. L. C. Huaman, K. Sato, S. Kurita and T. Matsumoto, “Copper Nanoparticles Synthesized by Hydroxyl Ion Assisted
Alcohol Reduction for Conducting Ink”, J. Mater. Chem., 21,
7062 (2011).
25. D. Li, W. Xie and W. Fang, “Preparation and Properties of
Copper-Oil-based Nanofluids”, Nanoscale Res. Lett., 6(1), 1
(2011).
26. S. U Shenoy and A N. Shetty, “Synthesis of Copper Nanofluids Using Ascorbic Acid Reduction Method via One Step
Solution Phase Approach”, J. ASTM Int., 9(5), 19428 (2012).

· 신용무(申容武)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 나노입자 합성 및 잉크 소재
· zzangdydan@naver.com

· 지상수(池相洙)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 나노 및 전자패키징 소재
· gamdol2@hanmail.net

· 이종현(李宗炫)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 전자패키징 소재 및 공정
· pljh@snu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