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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직경 수 마이크론급의 Ag 코팅 Cu 플레이크를 제조하기 위한 선행공정으로 습식 화학적 합성법으로 제조된
서브마이크론급의 Cu 입자를 볼 밀링 공정을 통해 프레이크화 하였다. 입자들의 산화 및 응집을 막기 위해 볼 밀링 유체
로는 에틸렌글리콜을 사용하였고, 에틸아세테이트 표면개질제도 첨가하였다. 용기의 회전수에 따른 실험 결과를 통해 회
전수에 따른 회전 모드의 변화가 밀링 후 Cu 입자들의 평균적인 형상과 형상 균일도를 크게 변화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첨가한 지르코니아 볼의 직경 역시 Cu 입자들의 플레이크화 균일도를 결정하는 대표 공정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다소간의 응집체를 포함한 서브마이크론급의 Cu 입자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전수, 표면개질제 첨
가량, 그리고 지르코니아 볼의 직경 등의 대표 공정변수들을 최적화한 볼 밀링 공정을 통해 분산성이 우수한 수 마이크
론급의 Cu 플레이크를 성공적으로 제조할 수 있었다.
Abstract: As a preceding process for preparing several micrometer sized Ag-coated Cu flakes, ball milling of
submicrometer-sized Cu particles synthesized through a wet chemical method was performed in order to convert the
particles into flakes. To suppress oxidation and aggregation of the particles during ball milling, ethylene glycol and ethyl
acetate were used as a medium and a surface modifying agent, respectively. Results obtained with different rotation speeds
of a jar indicated that the rotation speed changes a rotating mode, and strikingly alters the final shapes and shape uniformity
of Cu particles after milling. The diameter of zirconia ball was also confirmed. Although there was aggregates in the
initial submicrometer-sized Cu particles, therefore, well-dispersed Cu flakes with a size of several micrometers were
successfully prepared by ball milling through optimization of rotation speed, amount of ethyl acetate, and diameter of
zirconia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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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가의 Ag 플레이크를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은 Cu 플레
이크 입자 표면을 Ag로 코팅한 Ag 코팅 Cu 플레이크의
적용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3-9) 200oC 이상에서 관찰
되는 코팅 Ag 층의 dewetting 현상6-9)으로 말미암아 200oC
이상의 경화 또는 소결 온도를 적용해야 하는 도전 페이
스트에 Ag 코팅 Cu 필러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제약적
이지만, 150oC 수준의 경화 온도를 사용하는 도전 페이
스트에 Ag 코팅 Cu 필러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
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5,10)
도전성 페이스트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이상의 경
향들은 조만간 직경 수 마이크론급의 Ag 코팅 Cu 플레

전자 패키지의 경박단소화 및 고기능화 경향이 심화되
면서 그간 배선 및 interconnection 소재로 광범위하게 사
용되어 온 도전성 페이스트(conductive paste)도 정밀 인
쇄 및 도포를 통한 미세 패턴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예로 도전 페이스트의 인쇄 피치(pitch)는 최근 들
어 50 µm 이하 수준까지 내려감1,2)에 따라 페이스트에 함
유되는 순수 은(Ag) 플레이크(flake) 필러(filler)의 직경도
수 µm 이하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도전 페이스트 가격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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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에 대한 수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Ag
코팅 Cu 플레이크의 코어(core)를 이루는 Cu 플레이크를
직경 수 마이크론급으로 제조하는 공정기술의 개발이 필
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서브마이크론급의 구형 Cu 입자
의 제조법과 더불어 이 입자들의 판상화 또는 플레이크
화 공정기술의 개발이 동시에 요청되는 상황이다. 서브
마이크론급 구형 Cu 입자는 일반적인 가스분사법(gas
atomization)으로는 높은 수율로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습식 화학적 합성법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한편 서브마이크론급의 금속 입자들은 마이크론급에
비해 크게 확대된 표면적에 의하여 주변 입자들과 쉽게
엉겨붙고 약간의 엉김 후에는 좀처럼 서로 분리되지 않
는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11) 따라서 구형 금속 입자들의
플레이크화 공정으로 일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볼 밀
링(ball milling) 공정의 적용 시 개별 입자들의 균일한 플
레이크화보다는 입자들간의 엉겨붙음에 의한 조대 플레
이크의 불규칙 형성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입 유체 및 입자 표면개
질제(surface modifying agent)의 적절한 선정과 이후 이루
어지는 볼 밀링 공정의 최적화가 필수적이다.12-14) 본 연
구에서는 볼 밀링법을 사용한 서브마이크론급 구형 Cu
입자들의 플레이크화 공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
정변수에 따라 볼 밀링된 Cu 입자들의 형상 변화 및 엉
겨붙음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평균 직경 수 마이크론급의 Cu 플레이크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서브마이크론급 Cu 입자들은 습식 화학
적 합성법을 통해 자체적으로 제조되었다. 또한 볼 밀링
을 위한 유체로는 증류수보다 점도가 높으면서도 Cu의
산화를 보다 잘 억제시킬 수 있는 에틸렌글리콜(ethylene
grycol)을 사용하였다.
지름 70 mm, 길이 165 mm의 500 mL급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용기(jar)에 100 mL의 에틸렌글리콜을 붓
고, 25 g의 서브마이크론급 Cu 입자와 573 g의 지르코니
아(zirconia, ZrO2) 볼을 장입하였다. 기준으로 정한 지르
코니아 볼의 직경은 3 mm였다. Cu 입자간의 엉겨붙음을
억제시키기 위한 표면개질제로는 에틸아세테이트(ethyl
acetate)를 사용하였으며,12-14) Cu 분말의 무게 대비 5~20 wt%
에 해당하는 양을 첨가하였다. 이후 100~300 rpm(rotation per
minute)의 회전수로 1~3시간동안 볼 밀링을 실시하였으
며, 밀링 후 장입 유체는 따라내고 표면개질제는 메탄올
로 세척한 후 상온에서 24시간동안 진공 건조하여 제조
된 Cu 플레이크를 수집하였다.
제조된 Cu 플레이크의 형상 및 직경의 균질도와 엉겨
붙음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VEGA3, Tescan)을 사용한 관
찰을 실시하였다.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제21권 제4호 (2014)

Fig. 1. (a) Low and (b) high magnification SEM images of
submicrometer-sized Cu particles used in this study.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서브마이크론급 구형 Cu 입
자의 SEM 이미지이다. 입자들의 평균 크기는 0.58(±0.23)
µm였으나, 입자들마다 크기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입자간에 응집도 다소 존재하였다. 따라
서 이러한 크기 편차 및 응집체 형성은 볼 밀링을 통한
플레이크화 실험의 결과를 분석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하는 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인 공정변수로 용기의 회전수를
고려하였다. 볼밀 용기내 볼의 유동 모드는 볼밀 용기의
회전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15) 용기가 너무 느린 속도
로 돌게 되면 용기 내의 볼들은 용기 측면의 높은 지점까
지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볼의 유동이 용기 하부에 머무
르며 동일한 변위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sliding 모드를
나타낸다. 이 경우 볼밀 용기 내의 분말 시료들은 볼의 낙
하로부터 전해지는 운동에너지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대
개 기계적 밀링의 효과는 달성되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용기가 너무 빠른 속도로 돌게 되는 경우에는 용기 내의
볼들에 큰 원심력이 작용하여 볼들이 용기의 벽면에 위
치한 후 용기와 함께 회전하게 되는 centrifugal 모드를 나
타내게 된다. 이 또한 볼의 낙하가 일어나지 않아 볼의 운
동에너지를 용기 내의 시료에 전달할 수 없게 되므로 기
계적 밀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최적의 회전
속도 조건에서는 용기 내의 볼들이 충분히 높은 지점까
지 올라가고, 이후 용기의 하단으로 떨어져 용기 내 시료
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최적의 회
전속도 조건은 두 가지 모드로 구분할 수 있다. 상대적으
로 rpm이 느린 경우는 볼이 용기의 측면 상단으로 올라
갔다가 다른 유동중인 다른 볼들을 타고 아래쪽으로 내
려오며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가하며 떨어지는 경우
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cascading 모드라 칭한다. 이
보다 rpm이 증가하는 경우 볼들은 용기의 더 높은 지점
까지 올라가게 되며 떨어질 때에도 다른 볼들을 타고 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항없이 공중에서 낙하하게 된다. 이
를 cataracting 모드라고 칭하는데, rpm이 낮은 cascading 모
드보다 더 큰 에너지를 시료에 전달할 수 있다.
Fig. 2는 에틸아세테이트 10 wt% 첨가 조건에서 3시간
동안 볼 밀링을 실시할 경우 회전수 변화에 따른 제조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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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c, e, g) Low and (b, d, f, h) high magnification SEM
images of Cu particles obtained with different rotation speeds
of a jar after the ball milling of 3 h with addition of 10 wt%
ethyl acetate: (a, b) 100 rpm, (c, d) 125 rpm, (e, f) 150 rpm,
and (g, h) 200 rpm.

입자들의 SEM 이미지이다. 100 rpm의 회전수로 볼 밀링
을 실시한 경우(Fig. 2a와 2b) 엉겨붙지 않고 플레이크 형
태로 전환된 입자들이 일부 관찰되었으나, 납작하게 변
형되면서 엉겨붙은 조대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존재하였
다. 또한 많은 입자들이 밀링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
상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rpm이 낮아 볼의 운동에너지가
Cu 입자들에 고르게 가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rpm이 너무 낮을 경우 용기 내에 장입된 볼들은 충분
한 운동성을 보여주지 못하므로(sliding 모드) 많은 입자
들이 볼의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용기 내 Cu 입자들의 움
직임도 정체되면서 일부 입자들만 반복적으로 에너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25 rpm의 회전수로 볼 밀링
을 실시한 경우(Fig. 2c와 2d)에서는 cascading 모드에 접
근하면서 대부분의 입자들이 플레이크 형태로 변형되었
으나, 일부 입자들은 다소 심한 소성변형을 일으키며 주
변 입자들과 엉겨붙으면서 약 5 마이크론급의 플레이크
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대 입자들
은 장입된 초기 Cu 입자들 중 응집된 입자들이 응집된 채
로 볼의 에너지를 받으며 변형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
전수를 150 rpm으로 더욱 증가시킬 경우(Fig. 2e와 2f) 입
자들의 플레이크화는 보다 더 진행되었으나 입자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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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입자들의 지나친 응집으로 인해 최대 10 마이크론급
의 플레이크까지도 형성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rpm
이 증가함에 따라 Cu 입자에 떨어지며 에너지를 가하는
지르코니아 볼의 운동에너지가 증가하면서(cataracting 모
드) Cu 입자의 소성변형을 증가시킨 결과로 파악된다. 이
경우 초기 응집된 Cu 입자들은 응집된 채로 더 많이 변
형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 rpm으로 볼 밀링을 실시한
경우 일부 입자들은 조대 플레이크화가 더욱 과도하게 진
행되어 입자간의 압접이 더욱 심화된 플레이크를 형성하
였고, 일부 입자들은 거의 플레이크화가 일어나지 않아
초기 상태와 유사한 형태의 입자 모양을 가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당 회전수가 cataracting 모드로부터
centrifusing 모드로 전환되는 임계 회전수 영역이어서 무
거운 초기 응집 입자들은 더욱 심화된 플레이크화가 이
루어지나 가벼운 잔여 입자들은 장입된 지르코니아 볼들
이 밀링 용기벽 주위로 함께 회전하는 centrifusing 모드
의 영향으로 변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요컨대 임계 회전수 이상의 rpm을 적용할 경우
밀링 후 Cu 입자들의 형상 균일도는 나빠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볼 밀링시의 회전속
도가 볼의 유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Cu 입자들
의 최종 형상 분포를 좌우하는 대표 공정변수가 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의 최적 회전수 조건
으로는 125 rpm이 채택되었다.
Fig. 3은 에틸아세테이트 10 wt% 첨가 조건에서 125 rpm
으로 볼 밀링을 실시할 경우 밀링시간에 따른 제조 Cu 입
자들의 SEM 이미지이다. 밀링시간이 1 시간인 경우(Fig.
3a) 대부분의 Cu 입자들이 초기 상태인 구형 형태로 존
재하면서 일부만이 플레이크 형태로 변형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후 밀링 시간을 2시간, 3시간 및 6시간으
로 증가시키게 되면 입자들의 플레이크화가 점점 심화되
면서 플레이크의 평균 직경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3시간의 밀링 후에는 대부분의

Fig. 3. SEM images of Cu particles obtained with different milling
times after the ball milling of 125 rpm with addition of 10
wt% ethyl acetate: : (a) 1 h, (b) 2 h, (c) 3 h, and (d) 6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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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c, e) Low and (b, d, f) high magnification SEM images
of Cu particles obtained with different amounts of ethyl
acetate after the ball milling of 3 h at rotation speed of
125 rpm: (a, b) 5 wt%, (c, d) 10 wt%, and (e, f) 20 wt%.

Fig. 5. (a, c, e) Low and (b, d, f) high SEM images of Cu particles
obtained with different diameters of zirconia balls after the
3 h ball milling of 125 rpm with addition of 10 wt% ethyl
acetate: (a, b) 1 mm, (c, d) 3 mm, and (e, f) 5 mm.

입자들이 플레이크화 되었고, 6시간의 밀링 후에는 플레
이크의 평균 직경 대비 두께비가 더욱 감소하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조대화된 플레이크들은 지
속적으로 존재하였는데, 3시간의 밀링 후 그 직경이 5 um
에 이르는 조대 플레이크들이 일부 관찰되었으며, 밀링
시간을 6시간까지 증가시키게 되면 이러한 조대 플레이
크들의 관찰 빈도가 보다 증가하고 그 크기도 평균적으
로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
로부터 본 실험에서의 최적 밀링 시간으로는 3시간이 채
택되었다.
Fig. 4는 125 rpm의 회전수로 3시간동안 볼 밀링을 실
시할 경우 에틸아세테이트 첨가량에 따른 제조 Cu 입자
들의 SEM 이미지이다. 에틸아세테이트의 함량이 5 wt%
인 경우(Fig. 4a와 4b) 동일한 밀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입자간의 응집이 심한 것으로 관찰되었고, 초대형 플레
이크가 형성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Fig 4(b)의 고
배율 이미지로부터 알 수 있듯이 다수의 Cu 입자들이 엉
겨붙은 형태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어 에틸아세테이트
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에틸
아세테이트의 함량을 20 wt%까지 증가시킬 경우(Fig. 4e
와 4f)는 10 wt% 첨가 조건(Fig. 4c와 4d)에 비해 입자들
의 플레이크화가 잘 관찰되지 않았고, 입자들간의 엉겨
붙임 역시 더욱 개선된 상태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다량의 에틸아세테이트의 첨가는 사용 유체의 점도
를 높이고 Cu 입자로의 볼 에너지 전달을 막아 입자들의
플레이크화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임계

량 이상의 에틸아세테이트 첨가는 Cu 입자들간의 응집
억제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Cu 입자들
의 플레이크화와 응집 억제의 두가지 항목을 동시에 고
려할 때 본 실험조건에서 에틸아세테이트의 최적 첨가량
은 10 wt% 부근으로 판단된다.
Fig. 5는 10 wt%의 에틸아세테이트 첨가 상태에서
125 rpm의 회전수로 3시간동안 볼 밀링을 실시할 경우 사
용한 지르코니아 볼의 직경 변화에 따른 제조 Cu 입자들
의 SEM 이미지이다. 볼의 직경을 1 mm로 감소시킨 경우
(Fig. 5a와 5b), 밀링 후 입자들의 형태가 대부분 플레이
크형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입자들간의 응집
도 매우 억제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아울러 Fig.
5(a)의 저배율 이미지에서도 대형 플레이크의 형성은 관
찰되지 않아 서브마이크론급 Cu 입자의 최적 플레이크
화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볼의 직경이 작아짐에 따라 개
별 볼이 가지는 에너지는 줄어드는 한편, 입자당 볼의 비
는 증가하게 되어 입자당 더욱 균일한 에너지를 더욱 높
은 빈도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거동은
일부 응집된 초기 Cu 입자들을 응집된 채로 변형시키기
보다 응집된 입자들을 분리시킨 후 변형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거동
은 한번에 큰 에너지를 가하며 Cu 입자의 소성변형을 일
어나기보다 작은 에너지로 점진적인 소성변형을 유도하
기 때문에 볼 밀 시작시 응집되지 않았던 입자들간의 엉
겨붙음을 크게 억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볼의 직경이 3 mm인 경우(Fig. 5c와 5d), 대형 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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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의 형성 및 제조된 Cu 플레이크의 직경이 보다 더 불
균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볼의 직경이 5 mm인
경우(Fig. 5e와 5f), 입자들의 플레이크화는 눈에 띄게 감
소하였으나, 대형 플레이크들은 여전히 관찰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볼의 직경이 커짐에 따라 입자당
볼의 비는 크게 감소되어 볼의 에너지를 전달받는 입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볼의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전달받을 것으로 예상되
는 응집된 초기 Cu 입자들은 짧은 시간에 응집된 채로 더
욱 변형되므로 불규칙 조대 플레이크 입자의 크기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첨가 볼의
직경 역시 서브마이크론급 Cu 입자들의 플레이크화 균일
도를 좌우하는 대표 공정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플레이크화를 위해 사용한 서브마이크론급의 Cu 입자
에 다소간의 응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회전수, 표면
개질제 첨가량, 그리고 지르코니아 볼의 직경 등의 대표
공정변수들을 최적화한 볼 밀링 공정을 통해 입자의 직
경이 수 마이크론급인 Cu 플레이크를 성공적으로 제조
할 수 있었다. 용기의 회전수에 따른 실험 결과를 통해 회
전수에 따른 회전 모드의 변화가 밀링 후 Cu 입자들의 평
균적인 형상과 균일도를 크게 변화시킴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실험에서 최적의 회전속도는 125 rpm이었다. 볼
밀링 중 Cu 입자간의 응집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위해 첨
가한 에틸아세테이트 표면개질제는 Cu 분말의 무게 대
비 10 wt% 정도를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너무 적은
양의 에틸아세테이트는 충분한 응집 방지 역할을 하지 못
했고, 과도한 첨가조건은 응집 방지 역할의 향상 없이 플
레이크화를 억제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첨가한 지르
코니아 볼의 직경 역시 서브마이크론급 Cu 입자들의 플
레이크화 균일도를 결정하는 대표 공정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볼의 직경을 1 mm 수준으로 줄인 경우 조
대 플레이크들의 생성이 억제되면서 입자들간의 응집이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10 wt%의 에
틸아세테이트 첨가하고 직경 1 mm인 지르코니아 볼을
사용하여 125 rpm의 회전수에서 3시간동안 볼 밀링을 수
행할 경우 다소간의 응집체를 포함한 시료 입자 사용시
에도 분산성이 우수한 수 마이크론급의 Cu 플레이크를
제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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