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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L-ascorbic acid 환원제를 사용하는 무전해 은도금 공정으로 Ag 코팅 Cu 플레이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전처
리 방법 및 L-ascorbic acid의 농도에 따른 Ag 코팅층의 균일도 변화와 대기 중 승온에 따른 내산화 특성을 평가하였다.
전처리 방법에 따른 Cu 플레이크 표면 산화층의 제거 정도가 Ag 코팅층의 균일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플레이크에서의 홀 결함 발생정도도 Ag 코팅 Cu 플레이크의 내산화 특성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 또한 L-ascorbic
acid 환원제의 농도는 Ag 코팅층의 생성 균일도 및 두께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 공정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L-ascorbic acid의 농도가 0.04 M일 경우 가장 우수한 품질의 Ag 코팅 Cu 플레이크가 제조되었나, 농도를 0.06 M로 증
가시킬 경우 미세한 순수 Ag 입자들의 생성으로 인해 Ag가 코팅되지 않은 Cu 표면 면적이 증가하면서 시료의 내산화
특성을 크게 감소시켰다.
Abstract: In the preparation of Ag-coated Cu flakes using L-ascorbic acid as a reductant for the electroless Ag plating,
the effects of pretreatment methods and the reductant concentration on the uniformity of Ag coating layer and the antioxidation property of Ag-coated Cu flakes during the heating in air were evaluated. It was found that the removal degree
of surface oxide layer during the pretreatment has great influence on the uniformity of Ag coating layer and the formation
degree of hole defects in the flakes has slight effect on the anti-oxidation property of Ag-coated Cu flakes. It was also
verified that the reductant concentration has great influence on the coverage uniformity and thickness of Ag coating, thus
it was could be considered a main process parameter. When the reductant concentration was 0.04 M, high-quality Agcoated Cu flakes was obtained. When the concentration increased to 0.06 M, however, the anti-oxidation property of Agcoated Cu flakes became remarkably worse owing to remnant of Cu surface non-coated with Ag by the formation of
pure Ag fine particles.
Keywords: electroless silver plating, Ag-coated Cu flake, pretreatment, reductant concentration, coating uniformity

1. 서

론

과 더불어 향후 도전 페이스트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
가될 것으로 예상되나,5-7) Ag 플레이크를 함유하는 도전
페이스트의 비싼 원가는 도전 페이스트의 적용 분야 확
대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도전 페이스트에서의 큰 원가 절감은 필러 소재의 교
체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이에 Ag 플레이크의 대체 소재
로서 Ag 코팅 Cu 소재의 제조와 적용 연구가 활발히 진

Ag 플레이크는 우수한 전기전도도와 내산화 특성으로
도전 페이스트를 구성하는 필러(filler) 소재로서 주로 사
용되고 있으며, 무게 분율로 70~80%가 첨가되므로 도전
페이스트의 원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재이다.1-4) 인
쇄전자 공정을 사용하는 플렉서블 소자 및 제품의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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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다.8-16) 즉, Cu는 Ag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원가
를 가지는 금속이지만, Ag와 유사한 전기전도도를 나타
내므로 저가격으로 Ag를 대체할 수 있는 원소이다. 그러
나 Cu는 내산화성이 취약하여 대기 중에서 지속적으로
산화되는 특성이 있으며, 그 산화 거동은 온도의 상승에
의해 더욱 가속된다.17-19) 따라서 Cu를 필러 입자 적용을
위한 코어(core) 소재로만 사용하고 그 표면은 Ag로 코팅
하여 내산화성을 부여한 Ag 코팅 Cu 필러 관련 연구가
소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8-16)
Ag 코팅 Cu 필러의 가장 중요한 품질 항목은 레진 포
물레이션(resin formulation)과의 양립성(compatibility)과
내산화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전자는 필러 입자의
유기물 표면처리법과 연관되는 반면,3,4,12) 후자는 Ag 코
팅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즉, 건식공정의 경우 입자
마다 균일하고 치밀한 Ag 코팅층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으나, 공정단가가 비싸 Ag 코팅 Cu 입자의 가격 경
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무전해
도금과 같은 습식공정은 가장 저렴한 공정단가를 나타내
지만, Ag 층의 코팅 균일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8-16)
Ag 코팅층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Ag 코팅층이 매우 부실
한 Cu 표면은 쉽게 산화되어 표면 산화층을 형성할 수 있
는데, 도전 페이스트의 도전 기구가 필러 입자들간의 접
촉임을 고려할 때 약간의 표면 산화층의 형성도 소성 후
필름의 전기전도도에 큰 저하를 야기하게 된다.8,9,12-16)
무전해 도금에서 전처리 공정이 도금층, 즉 코팅층의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보고20-22)에도 불구
하고 무전해 은도금으로 Ag 코팅 Cu 입자를 제조하는 공
정에서 전처리 공정의 영향에 대한 보고는 상당히 부족
한 상황이다.15,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g 코팅 Cu 입자
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다양한 전처리 방법에 따른 무전
해 Ag 코팅의 결과 변화를 우선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전처리 공정 이후에서는 Cu 입자에 Ag를 어느 정도의
양 또는 두께로 코팅할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인
데, Ag 코팅층의 무게분율이 정해지면(일반적으로 15
wt%의 Ag 코팅을 사용하고 있음)15,16) 이에 따라 습식 코
팅공정에서 첨가되는 Ag 전구체의 양은 고정되게 된다.
따라서 전처리 공정 이후 무전해 Ag 코팅 공정에서 고려
될 수 있는 대표 공정변수는 환원제의 종류 및 첨가량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원제로 L-ascorbic acid를 선
택하였는데, 탁월한 산소 제거 특성으로 습식 도금 중 용
매 내 용존산소에 의한 Cu 입자의 산화를 약화시킬 것으
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23,24)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무
전해 Ag 코팅 공정에서 L-ascorbic acid 환원제의 첨가량
에 따른 Ag 코팅 결과를 추가 분석해 보았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ammonium hydroxide(NH4OH)와 ammonium sulfate((NH4)2SO4)의 혼합용액과 sulfuric acid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제23권 제2호 (2016)

(H2SO4) 용액, H2SO4 용액과 NH4OH 및 (NH4)2SO4의 혼
합용액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세 가지의 전처리 방법을 사
용하면서 전처리 방법에 따른 Cu 플레이크 상 Ag 코팅
층의 코팅 균일도와 Ag 코팅 Cu 플레이크의 내산화 특
성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NH4OH와 (NH4)2SO4
의 혼합용액을 사용한 암모늄 전처리 공정은 다음과 같
았다. 500 mL 부피의 비이커(beaker)에 담긴 100 mL의 증
류수에 0.15 M의 NH4OH(Sigma-Aldrich, 28.0~30.0% NH3
basis)와 0.0375 M의 (NH4)2SO4(Sigma, >99%)를 장입한
후 Cu 플레이크(Duksan Hi-Metal Co. Ltd., D50 =4.9 µm)를
3 g 투입하고 250 rpm에서 2분간 교반시켰다. 교반이 완
료되면 1차로 사용된 전처리용액을 증류수를 이용하여
모두 씻어내고, 1회 전처리된 Cu 플레이크에 농도를 약
화시키고(앞서 전처리용액 대비 1/4 수준) 환원제를 첨가
한 새로운 전처리용액을 투입한 후 2분간 교반한 다음
Ag 도금액을 방울 상태로 연속 장입하면서 Ag 코팅 Cu
플레이크를 제조하였다. 이와 같은 2회 전처리 공정을 실
시한 이유는 플레이크 표면에서 관찰될 수 있는 홀(hole)
의 생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이다.15,16) 새로운 전처리
용액은 100 mL의 증류수에 0.0375 M의 NH4OH와 9.375
mM의 (NH4)2SO4를 장입한 다음 0.04 M의 L-ascorbic
acid(C6H8O6, Sigma, ≥ 98%)를 용해시켜 제조하였으며,
Ag 도금액은 5 mL의 NH4OH에 0.856 g의 silver nitrate
(AgNO3,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99.8%)를
용해하여 제조하였다. 이러한 AgNO3의 양은 Ag 코팅 Cu
플레이크 제조 시 15 wt%에 해당되는 Ag가 생성될 수 있
도록 설계되었다. 환원제 양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
한 실험에서는 L-ascorbic acid의 양을 0.02~0.06 M 범위
에서 변화시켜 보았다.
한편 sulfuric acid를 사용한 황산 전처리 공정은 다음과
같았다. 500 mL 부피의 비이커에 H2SO4(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95%) 16 mL와 증류수 84 mL를 혼합
한 전처리용액을 담고, Cu 플레이크 3 g을 장입한 다음
250 rpm에서 20분간 교반시켰다. 교반이 완료되면 증류
수를 이용하여 앞서 사용된 전처리용액을 모두 씻어내
고, 전처리된 Cu 플레이크를 증류수 100 mL에 분산시킨
후 2분간 교반한 다음, 0.04 M의 L-ascorbic acid를 용해
시키고 상기 Ag 도금액을 방울 상태로 연속 장입하면서
Ag 코팅 Cu 플레이크를 제조하였다.
또한 sulfuric acid와 ammonium hydroxide 및 ammonium
sulfate의 혼합용액을 연속 사용한 황산/암모늄 전처리 공
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앞서 언급된 sulfuric acid
를 사용한 전처리 공정과 같이 1차 전처리를 수행한 후,
전처리된 Cu 플레이크에 농도가 약화된 NH4OH 및
(NH4)2SO4 혼합용액(100 mL의 증류수에 0.0375 M의
NH4OH와 9.375 mM의 (NH4)2SO4를 장입함)과 0.04 M의
L-ascorbic acid를 장입하였다. 이후 2분간 교반한 다음,
상기 Ag 도금액을 방울 상태로 연속 장입하면서 Ag 코
팅 Cu 플레이크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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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 반응이 모두 끝난 후에는 불순물이 최소화된 플
레이크를 회수하기 위하여 Ag 코팅된 Cu 플레이크를 일
정시간 가라앉힌 후 상층액을 부어내고, 증류수를 부어 1
분간 초음파 처리한 다음 다시 가라앉히는 방식을 4회 반
복하였다. 이후 Ag 코팅 Cu 플레이크의 분산액을 메탄올
로 교체한 다음 상층액을 따라내고 진공 챔버(chamber)
에서 약 10시간 건조하여 건조 분말을 제조하였다.
플레이크 상태에서 Ag 코팅의 균일도를 정성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 가로 10 mm, 세로 70 mm의 슬라이드 글라
스 사이에 Ag 코팅 Cu 플레이크들을 장입시킨 후 광학
현미경(optical microscope, GX51, Olympus) 관찰로 입자
마다의 색상 상태를 비교해 보았다. 또한 Ag가 코팅된 Cu
플레이크의 표면 상태 및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주
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VEGA3,
Tescan) 관찰을 실시하였다. Ag 코팅층의 두께 및 연속성
관찰을 위해 제조 시료의 단면 이미지 관찰도 실시하였
는데, 이를 위해서 Ag 코팅 Cu 플레이크를 에폭시 수지
(epoxy resin)로 마운팅(mounting) 한 후 정밀 연마한 시편
의 후방산란전자(back-scattered electron, BSE) 이미지 관
찰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조 Ag 코팅 Cu 플레이크
의 내산화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3oC/min의 승온속도로
600oC까지 상승시키며 시차 열중량계(thermogravimetry,
Q600, TA Instruments) 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세 가지의 전처리 공정에 따라 제조된 15 wt%
Ag 코팅 Cu 플레이크 시료의 광학현미경 이미지를 보여
준다. 이중 암모늄 전처리 공정을 수행한 시료(Fig. 1a)와
황산/암모늄 전처리 공정을 수행한 시료(Fig. 1c)는 Cu 색
깔을 나타내는 입자의 수가 매우 적고, 대부분의 입자가
Ag 색깔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황
산 전처리 공정만 수행한 시료(Fig. 1b)에서는 Cu 색깔을
내는 입자의 수가 비교적 많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Cu 입자들마다 표면 산화층의 형
성 상태가 서로 달라 입자마다의 전처리 결과가 서로 다
르고, 전처리법에 따라 산화층의 제거 확률이 달라져 결
국 Ag 코팅의 균일도 및 확률이 크게 변화되는 것을 보
여준다. 즉, 암모늄 전처리 공정 및 황산/암모늄 전처리
공정을 수행한 시료는 Cu 산화층의 제거 효과가 상대적
으로 뛰어나 대부분의 Cu 플레이크 입자 위에서 Ag 코
팅이 비교적 균일하게 일어난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황
산 전처리 공정을 수행한 시료에서는 표면 산화층이 완
전히 제거되지 못한 Cu 플레이크 또는 국부적 Cu 영역의
존재하여 이후 Ag 코팅 시 낮은 코팅 확률과 균일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암모늄 전처리법 또
는 황산/암모늄 전처리법을 Cu 플레이크 표면의 산화층
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전처리법으로 판단하고 이
후 이 두 가지 전처리 법에 의한 Ag 코팅 결과를 SEM 이

Fig. 1. Optical images of the 15 wt% Ag-coated Cu flakes prepared with different pretreatment methods: (a) ammonium
pretreatment, (b) sulfuric-acid pretreatment, and (c) sulfuricacid/ammonium pretreatment.

미지에서 비교하고자 하였다.
Fig. 2는 암모늄 전처리법 또는 황산/암모늄 전처리법
을 사용하여 제조한 15 wt% Ag 코팅 Cu 플레이크의 SEM
이미지이다. 암모늄 전처리 공정을 사용한 시료의 경우
비교적 균일하고 치밀한 Ag 코팅층이 형성되어있음을 관
찰할 수 있었던 반면, 황산/암모늄 전처리 공정을 수행한
시료의 경우 플레이크 입자에서 많은 손상이 관찰되어
Ag 코팅층의 균일성을 논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황산을
사용한 전처리 공정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Cu 플
레이크가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Cu2O + H2SO4 → CuSO4 + H2O + Cu

(1)

CuO + H2SO4 → CuSO4 + H2O

(2)

Cu + H2SO4 → CuSO4 + H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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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images of the 15 wt% Ag-coated Cu flakes prepared
with different pretreatment methods: (a) ammonium pretreatment and (b) sulfuric-acid/ammonium pretreatment.

전처리 과정에서 황산은 동산화물을 제거할 뿐 아니라
식 (3)에 나타내었듯이 순수 Cu와도 반응할 수 있다. 즉,
순수 Cu는 전처리 용액 내 H2SO4와 만나 황산구리염을
형성하고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는데, 이 황산구리염은 수
용성이어서 Cu2+ 이온과 SO42− 이온으로 용해되므로 Cu
플레이크의 손상이 관찰되는 것이다. 전처리 공정 후 손
상이 일어난 부분은 원자 스케일(scale)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결함(defect) 밀도로 인해 에너지가 큰 상태여서 우
선적으로 반응하여 용해된 부분으로 판단된다.25)
Fig. 3은 암모늄 전처리법 또는 황산/암모늄 전처리법
을 사용하여 제조한 15 wt% Ag 코팅 Cu 플레이크 시료
의 대기 중 승온에 따른 열중량계 분석 결과이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 반응이 시작되면 시료의 무게 증가
가 관찰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무게대비 0.1%의
무게 증가가 관찰되는 시점을 산화 시작온도로 결정하였
다. 그 결과 암모늄 전처리법을 사용한 시료의 경우
206.2oC의 산화 시작온도가, 황산/암모늄 전처리법을 사
용한 시료의 경우 215.6oC의 산화 시작온도가 각각 측정
되어 암모늄 전처리법을 사용한 시료가 9.4oC 정도의 향
상된 내산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206.2oC 및 215.6oC의 산화 시작온도는 이전의 보고값인
223.7oC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승
온속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16) 즉, 이전 보
고에서의 승온속도는 10oC/min으로 본 연구에서의 승온
속도인 3oC/min보다 매우 빨랐다. 빠른 승온속도는 산화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제23권 제2호 (2016)

Fig. 3. Thermo-gravimetry results of the 15 wt% Ag-coated Cu
flakes prepared with different pretreatment methods: (a)
ammonium pretreatment and (b) sulfuric-acid/ammonium
pretreatment.

시작시점이 지연되어 측정되는 결과를 야기시켜 산화 시
작온도가 보다 높은 온도로 측정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9.4oC로 나타난 내산화 특성에서의 약간의 차이
는 Fig. 2에서 언급된 미세조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황산/암모늄 전처리 공정을 수행한 시료의
경우 플레이크에 많은 손상이 발생함에 따라 Ag 코팅층
이 형성되어야 할 표면적이 증가하게 되므로 Ag 코팅층
들의 평균 두께가 감소할 수 있다. 이전의 보고에 따라
200oC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관찰되는 Ag 코팅 Cu 입자
의 산화 현상은 Ag 코팅층이 dewetting되면서 내부의 Cu
가 고온의 대기 중에 노출되어 산화되는 현상으로 해석
되고 있다.26-28) 따라서 Ag 코팅층들의 평균 두께 감소는
Ag dewetting 거동을 촉진시켜 보다 낮은 온도에서 Ag
dewetting 거동이 일어나게 하므로 본 실험결과와 같이 결
국 산화 시작온도를 다소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암모늄 전처리법을 사용한 경우가 Cu 플레
이크의 결함 생성을 최소화하고, Ag 코팅 Cu 플레이크의
내산화 특성을 보다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후의 실험에서는 암모늄 전처리법으로 전처리 공정을
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앞서 실험들을 통해 전처리 공정을 설정한 이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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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orbic acid 농도가 가장 우수한 품질의 Ag 코팅 Cu
플레이크를 제조하는 조건임을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
었다.
Cu가 상온 혹은 저온의 대기 중에서 산화될 경우 그 표
면에 Cu2O 층을 형성하는데,29,30) 형성된 Cu2O 층은 다공
성 구조이므로 기공(pore) 내 수분에 Cu2+ 이온들이 용해
되는 환경에서는 Cu(OH)2 층이 생성되기도 한다.31) 이와
같이 Cu 플레이크 표면에 형성된 산화물 및 수산화물층
은 본 실험에서 사용한 NH4OH와 (NH4)2SO4의 혼합 전
처리용액을 사용 시 다음과 같은 반응을 통해 제거될 수
있다.15)

Fig. 4. SEM images of the 15 wt% Ag-coated Cu flakes prepared
at three different reductant (L-ascorbic acid) concentrations
using the ammonium pretreatment method: (a) 0.02 M, (b)
0.04 M, and (c) 0.06 M.

ascorbic acid 환원제의 농도가 Ag 코팅층 형성 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L-ascorbic acid의 농도를
0.02~0.06 M로 변화시키며 Ag 코팅 Cu 플레이크를 제조
해 보았다. L-ascorbic acid의 농도 변화에 따라 제조된 15
wt% Ag 코팅 Cu 플레이크의 SEM 이미지는 Fig. 4와 같
다. L-ascorbic acid의 농도를 0.02 M로 설정한 경우(Fig.
4a)에서는 Ag 코팅 Cu 플레이크의 표면에서 홀 형태 결
함들이 생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Lascorbic acid의 농도가 0.04 M로 증가하면(Fig. 4b) 이러
한 결함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0.06 M의 L-ascorbic acid 농도에서는(Fig. 4c) 다
시 홀 형태의 결함이 발견되고, 이와 동시에 미세한 순수
Ag 입자들이 Ag 코팅 Cu 플레이크들과 함께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0.04 M의 L-

Cu2O + 2NH4OH + (NH4)2SO4 →
[Cu(NH3)2]2SO4 + 3H2O

(4)

Cu(OH)2 + 2NH4OH + (NH4)2SO4 →
Cu(NH3)4SO4 + 4H2O

(5)

이상의 반응을 고려할 때 홀 형태 결함의 생성은 전처
리 용액에 의해 기생성된 Cu2O 또는 Cu(OH)2 층의 제거
후 용액 내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Cu2O 또는 Cu(OH)2
층의 신규 생성과 제거가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15,16)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Cu 플레이크의 표면
에서만 일어나게 되므로 일단 Ag 코팅층이 형성된 부분
에서는 홀 결함의 발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0.04 M의 L-ascorbic acid의 첨가 조건이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0.02 M의 L-ascorbic
acid의 첨가 조건과 같이 특정 농도 이하의 환원제가 첨
가될 경우 용액 내 Ag 이온들을 모두 환원시킬 수 없으
므로 Ag 코팅층이 형성되지 않고 노출된 Cu 표면의 잔
존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 부분들에서 홀 결함이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0.06 M의 L-ascorbic acid의 첨가
조건과 같이 너무 높은 농도의 환원제를 첨가한 경우에
는 환원된 Ag 원자들의 농도를 급격히 높여 균일 핵생성
거동에 의한 미세한 순수 Ag 입자의 형성을 야기하며, 이
는 Ag 이온의 양을 줄여 Cu표면에서의 Ag 코팅층 형성
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Ag 코팅이 이루
어지지 않고 노출된 Cu 표면의 잔존 확률과 홀 결함의 발
생 빈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환원제 농도를 변화시키며 제조한 15 wt% Ag 코팅 Cu
플레이크 시료들에서의 코팅층 상태를 보다 자세히 관
찰, 비교하기 위해 단면 연마된 각 시료에 대해 SEM의
BSE 모드(mode) 관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미지는
Fig. 5와 같다. 후방산란전자의 신호를 수집하여 이미지
화하는 BSE 모드에서는 금속 원소의 원자량에 따라 명
암차가 나타나게 되는데, Cu보다 원자량이 높은 Ag는 보
다 밝은 색깔로 관찰되기 때문에 단면 입자의 외곽부에
서 Ag 코팅층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L-ascorbic
acid 환원제의 농도가 0.02 M인 경우(Fig. 5a) Fig. 4(a) 이
미지에서 확인한 것과 동일하게 다수의 홀 결함들이 Cu
J. Microelectron. Packag. Soc. Vol. 23, No. 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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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M-BSE cross-section images of the 15 wt% Ag-coated
Cu flakes prepared at three different reductant (L-ascorbic
acid) concentrations using the ammonium pretreatment
method: (a) 0.02, (b) 0.04, and (c) 0.06 M.

플레이크에 존재하였고, Ag 코팅층이 매우 얇거나 거의
없어 보이는 Cu 플레이크 표면도 다소 관찰되었다. 또한
홀 결함 생성이 억제된 일부 입자의 특정 부분에서는 Ag
코팅층이 매우 두껍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홀 결함으로 인해 Ag 코팅층이 형성되지 못한 부분
에 소모되었어야할 환원 Ag 원자들이 이미 형성된 Ag 코
팅층 위에서 환원, 코팅됨으로 인해 코팅층 두께의 불규
칙한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L-ascorbic
acid의 농도가 0.02 M인 경우의 시료에서는 Ag 코팅층의
두께 편차가 매우 심한 상황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편 L-ascorbic acid의 농도가 0.04 M인 경우의 시료
(Fig. 5b)에서는 Ag 코팅층의 두께가 비교적 고르며, 홀
결함의 발생도 매우 미미한 상황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0.04 M 조건이 상대적으로 균일한 두께의 Ag 코
팅층을 각 Cu 플레이크 위에 비교적 균일하게 형성시킬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제23권 제2호 (2016)

Fig. 6. Thermo-gravimetry results of the 15 wt% Ag-coated Cu
flakes prepared at three different reductant (L-ascorbic
acid) concentrations using the ammonium pretreatment
method: (a) 0.02, (b) 0.04, and (c) 0.06 M.

수 있는 농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0.06 M의 L-ascorbic acid 농도 조건에서 제조한 시료(Fig.
5c)의 경우 미세 순수 Ag 입자들의 존재와 함께 Ag 코팅
층이 매우 미미하거나 거의 형성되지 않은 것같은 Cu 플
레이크 입자들이 다수 관찰되어 Ag 코팅층의 형성 정도
가 가장 나쁘면서 Cu의 노출정도도 가장 큰 시료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세 순수 Ag 입자의 형성이 Ag
코팅 Cu 플레이크의 제조 품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은 L-ascorbic acid 환원제의 농도를 변화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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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한 15 wt% Ag 코팅 Cu 플레이크의 대기 중 승온에
따른 열중량계 분석 결과이다. 이 경우 역시 기존 무게대
비 0.1%의 무게 증가가 일어나는 지점을 산화 시작온도
로 명명하였다. L-ascorbic acid의 농도가 0.04 M인 경우
(Fig. 6b) 212.4oC의 산화 시작온도가 측정되었는데, 동일
한 시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Fig. 3(a)의 결과(215.6oC)
보다 약 3.2oC 낮은 산화 시작온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시
료의 재합성 및 재측정에 따른 결과이므로 3.2oC 수준의
차이는 Ag 코팅 Cu 플레이크의 품질 및 열중량계 측정
편차로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L-ascorbic acid의 농도가
0.02 M인 경우(Fig. 6a) 209.8oC에서 산화가 개시되었는
데, 이는 0.04 M L-ascorbic acid 조건보다 약 2.6oC 낮은
것으로 내산화성에서 큰 감소가 관찰된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다. 따라서 0.02 M의 L-ascorbic acid 농도 조건에
서 제조된 Ag 코팅 Cu 플레이크 시료는 Ag 코팅층의 두
께 편차가 큰 것으로 관찰되지만, Ag 코팅층이 없어 Cu
표면이 실제 노출된 부분은 매우 드문 것으로 분석되었
다. 반면 0.06 M 농도의 L-ascorbic acid 조건(Fig. 6c)에서
는 산화 시작온도가 182.1oC로 측정되어 월등히 낮은 내
산화 결과가 관찰되었다. 200oC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관
찰되는 Ag 코팅 Cu 입자의 산화 현상은 Ag 코팅층의
dewetting 거동으로부터 일어나는 반면,26-28) 200oC 미만
의 온도에서 관찰되는 산화 현상은 불완전한 Ag 코팅에
의한 Ag 코팅의 품질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된다. 즉, Fig. 5(c)에서 관찰되었듯이 미세한 순수 Ag 입
자들의 생성은 Ag 코팅층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Cu 플
레이크 표면부의 잔존 확률을 크게 높이게 되는데, 고온
의 대기 중에 있는 산소는 이와 같이 노출된 Cu 표면과
직접적으로 반응하여 급격한 Cu의 산화를 야기시키게 된
다. Cu의 산화는 Cu2O 상의 표면 산화층 형성과 표면 산
화층의 두께 증가로 진행될 것이므로 이러한 Ag 코팅 Cu
플레이크를 사용한 도전 페이스트는 실제 일반적인 경화
공정 후 매우 낮은 전기전도도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
된다.8,9,12-16) 따라서 Fig. 5 및 6의 결과들은 L-ascorbic acid
환원제의 농도가 Ag 코팅층의 생성 균일도 및 두께 등에
큰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Ag 코팅 Cu 플레이크의 내
산화성 및 이를 함유하는 페이스트의 전기전도도에 큰 영
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4. 결

론

L-ascorbic acid 환원제를 사용하는 무전해 은도금 공정
을 통해 Ag 코팅 Cu 플레이크를 제조하고, 그 색깔의 균
일도 및 미세구조와 분석과 함께 대기 중 승온에 따른 내
산화 특성을 평가해 보았다. 우선 암모늄 전처리법, 황산
전처리법, 황산/암모늄 전처리법의 세 가지 전처리법으로
전처리를 실시하여 Ag 코팅 Cu 플레이크의 품질을 비교
해 보았는데, 황산 전처리법의 경우 표면 산화층이 완전
히 제거되지 못한 Cu 표면이 존재하여 이후 Ag 코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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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코팅 확률과 균일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황산/암모늄 전처리법으로 제조된 Ag 코팅 Cu
플레이크 시료는 황산에 의한 황산구리염의 형성으로 Cu
플레이크의 손상이 관찰되어 암모늄 전처리법으로 제조
된 시료보다 다소 낮은 내산화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최적 전처리법으로 선정된 암모늄 전처리법의 사용 조건
에서 L-ascorbic acid의 첨가량을 변화시켜 보았는데, Lascorbic acid의 첨가량이 Ag 코팅층의 생성 균일도 및 두
께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
구에서 L-ascorbic acid의 최적 첨가량은 0.04 M이었다. 이
에 비해 0.06 M의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적용한 경우
에서는 미세한 순수 Ag 입자들의 생성으로 Ag 코팅층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Cu 표면부의 잔존 확률을 높아지므
로 Ag 코팅 Cu 필러 시료의 내산화 특성이 크게 감소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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