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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내산화 특성을 가지는 구리(Cu) 기반의 미세 도전 필러를 제조하기 위하여 서브마이크론급의 은(Ag) 코팅
Cu 입자를 제조하고, 그 내산화 특성을 평가하였다. 평균 크기 0.705 µm의 Cu 입자들을 습식 합성법으로 제작한 후, 에
틸렌글리콜 용매를 사용한 연속 공정으로 Ag 도금을 실시하여 Ag 도금 Cu 입자를 제조하였다. Ag 도금 공정에서 제어
한 주요 변수는 환원제 아스코빅산의 첨가 농도, Ag 전구체 용액의 주입속도 및 혼합 용액의 교반속도였는데, 이들의 변
화에 따른 Ag 도금의 특성과 미세한 순수 은Ag 입자의 생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공정변수들을 최적화시킴으로
써 불필요한 순수 Ag 입자들이 생성을 막고, Ag 도금 Cu 입자들간의 응집을 억제할 수 있었다. 최적 제조조건에서 제조
된 Ag 도금 Cu 입자들은 다소간의 응집을 나타내었으나, 대기중에서 10oC/min의 승온속도로 가열 시 약 225oC에서야
0.1%의 무게 증가를 나타내었고, 150oC의 대기중에서는 75 분까지 무게 증가가 없는 우수한 내산화 특성을 나타내었다.
Abstract: To fabricate a copper (Cu)-based fine conductive filler having antioxidation property, submicron silver (Ag)coated Cu particles were fabricated and their antioxidation property was evaluated. After synthesizing the Cu particles
of 0.705 µm in average diameter by a wet-reduction process, Ag-coated Cu particles were fabricated by successive Ag
plating using ethylene grycol solvent. Main process parameters in the Ag plating were the concentration of reductant
(ascorbic acid), the injection rate of Ag precursor solution, and the stirring rate in mixed solution. Thus, Ag plating
characteristics and the formation of separate fine pure Ag phase were observed with different combinations of process
parameters. As a result, formation of the separate pure Ag phase and aggregation between Ag-coated Cu particles could
be suppressed by optimization of the process parameters. The Ag-coated Cu particles which were fabricated using optimal
conditions showed slight aggregation, but excellent antioxidation property. For example, the particles indicated the weight
gain not exceeding 0.1% until 225oC when they were heated in air at the rate of 10oC/min and no weight gain until 75
min when they were heated in air at 150oC.
Keywords: Submicrometer size, Ag-coated Cu particle, Silver plating, Process parameter, Antioxidation property

1. 서

반적이다.4-7) 즉, Ag 분말은 우수한 전기전도도와 내산화
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필러(filler) 소재로 매우 적합한
바 가장 대표적인 필러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나, 높은 소
재 원가로 인해 페이스트의 가격 경쟁력을 해치는 단점
이 있다. 이에 Ag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구
형의 Ag 필러 대신 플레이크 형태의 Ag 필러를 사용하
여 다소 적은 양의 첨가 시에도 퍼콜레이션 임계(percolation threshold)에 접어들게 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
지만, Ag와 유사한 전기전도도를 가지면서 소재 원가는

론

도전성 페이스트(paste)는 1950년대부터 전자 산업의 제
조에서 사용된 이후 그 적용 분야가 점차 확대되면서 지
금까지 그 사용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표 전
자 패키징 소재이다.1-3) 도전성 페이스트는 도전 배선 및
패턴 형성이나 칩(chip) 또는 부품의 실장을 위한 소재로
사용되는데, 등방성 도전 특성을 나타내는 페이스트에서
는 은(Ag) 플레이크(flake) 타입(type) 페이스트가 가장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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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수준으로 저렴한 구리(Cu)로 소재를 대체하는 방법
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고려되고 있다.8-10)
Cu의 우수한 전기전도도 및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전 페이스트의 필러 소재로 광범위하게 사용
되지 않는 이유는 상온에서 자발적으로 산화가 진행되는
낮은 내산화 특성 때문이다.11-13) 이에 Cu 코어(core) 입자
를 Ag 쉘(shell)로 습식 공정으로 코팅한 코어-쉘 입자를
제조하여 기존 순수 Ag 필러와 유사한 수준의 내산화성
및 전기전도도를 확보하면서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확보
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4-20)
이와 더불어 더욱 최근에는 배선 및 부품 실장의 미세피
치(fine fitch)화에 따라 더욱 미세한 인쇄가 가능한 페이
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첨
가되는 도전 필러 입자의 크기도 지속적으로 작아져야 하
기에 서브마이크론급 크기의 필러 입자에 대한 수요가 생
기고 있다.21-23) 또한 칩 본딩(bonding) 분야에서도 솔더
분말과 Ag 코팅 Cu 분말을 함께 첨가하는 페이스트 소
재의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페이스트의 점
도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접합부의 열전도도 향상 등을 유
도하기 위해서는 서브마이크론(sub-micrometer)급의 Ag
코팅 Cu 입자의 첨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24)
본 연구에서는 습식환원법으로 제조된 평균 크기 0.7
µm급의 Cu 입자에 연속적으로 상온 무전해 Ag 도금을
실시하여 서브마이크론 크기의 Ag 코팅 Cu 입자를 제조
하였다. 이러한 연속공정은 Cu 입자 표면의 산화막 제거
를 위한 별도의 전처리과정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Ag 코
팅의 범위(coverage)를 개선시키고, 궁극적으로 Ag 코팅
Cu 입자의 내산화 특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16,21) 그
리고 이러한 제조과정에서 첨가 환원제의 농도 변화, Ag
전구체 용액의 주입속도 및 혼합 용액의 교반속도 등의
공정변수 변화에 따른 Ag 코팅의 결과 변화를 관찰하고
자 하였다. 또한 여러 공정변수를 최적화시켜 제조된 Ag
코팅 Cu 분말의 산화 특성을 승온조건 및 등온조건에서
측정하여 순수 Cu 입자 대비 그 내산화 특성을 비교, 평
가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Ag 도금을 실시할 순수 Cu 입자들은 습식 합성법을 통
해 자체 제작되었다. 이후 200 ml의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 99.7%, SK networks)에 24.418 g의 합성된 Cu
입자를 포함하는 Cu 입자 용액을 제조하였다. 한편 Ag
전구체 용액은 40 ml의 에틸렌글리콜에 35.36 mmol의 질
산은(silver nitrate, AgNO3, ~99.5%, Nanjing chemical
reagent Co. Ltd)을 완전히 용해시켜 준비하였다. Ag 도금
공정은 환원제로 0.5~5.7 mmol의 아스코빅산(L-ascorbic
acid, C6H8O6, reagent grade, Aldrich Chemical Co.)을 첨가
한 Cu 용액에 0.167~6.7 ml/min의 주입속도로 상기 Ag 전
구체 용액을 방울방울 주입하며 실시하였다. 이 때 Ag 도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제23권 제3호 (2016)

금 반응이 일어나는 혼합 용액은 자성 교반자(stirrer)를
사용하여 100~300 rpm의 속도로 교반을 실시하였다. Ag
전구체 용액의 주입이 완료된 후 충분한 반응이 이루어
지게끔 상온에서 1시간동안의 교반 유지를 실시하였다.
반응 직후 Ag 도금 Cu 입자를 수득하기 위해 7000 rpm
에서 3분간 원심분리를 실시하여 상층액을 따라내었다.
이후 점도가 낮은 메탄올(99.5%, Samchun Pure Chemicals
Co.)을 다시 장입하고 상기 원심분리 및 따르기 과정을 2
회 더 실시한 후 분말 슬러리(slurry)를 저진공 챔버
(chamber) 내에서 건조하여 전조 Ag 코팅 Cu 입자를 수
득하였다.
제조된 Ag 도금 Cu 입자의 미세조직은 주사전자현미
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VEGA 3 LMU,
Tescan Ltd.)의 후방산란전자(back-scattered electron, BSE)
이미지를 통해 관찰하였다. Ag 도금 Cu 입자의 산화특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열중량-시차주사열량계(thermo
gravimetric-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TG-DSC, Q600,
TA Instruments)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승온속도 10
C/min으로 계속 승온하는 승온가열(dynamic heating) 조
건과 150oC까지 빠르게 승온시킨 후 150oC에서 등온 유
지하는 등온가열(isothermal heating) 조건의 두가지 방식
으로 산화특성을 평가하였다.

o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습식환원법을 이용하여 자체 합성된 서브마이
크론급의 Cu 입자의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이다. Cu 입
자들은 다소 불규칙한 형상을 나타내었지만, 크기에 비
해 입자간의 응집(aggregation)이 심하지 않았다. 입자들
의 평균 크기는 0.705 µm이었으며, 그 표준편차는 0.177
µm였다.
Fig. 2는 환원제로 사용된 아스코빅산의 첨가 몰수에 따
른 Ag 도금 Cu 입자의 후방산란전자 이미지이다. Ag 전
구체의 주입속도는 3.3 ml/min였고, 공정 중 교반속도는
300 rpm이었다. 아스코빅산을 0.5 mmol 첨가한 경우(Fig.
2(a))에서는 Ag 도금 후의 입자 표면들이 매끄러운 상태
와 불규칙한 미세 입자들이 엉겨 붙어 거친 상태의 두 종
류로 확연히 구분되어 Ag 도금이 균일하게 진행되지 않
았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아스코빅산 환원제의 양이
부족한 경우에서는 Ag 도금의 균일성이 떨어지는 결과
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아스코빅산을 1.0 mmol
첨가한 경우(Fig. 2(b))에서는 대부분의 입자들이 거친 표
면을 나타내어 비교적 균일하게 Ag 도금이 진행되었음
을 관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스코빅산을 5.7 mmol
첨가한 경우(Fig. 2(c))에서는 모든 입자들의 표면이 동일
한 수준의 표면 거칠기를 나타내어 비교적 균일한 Ag 도
금이 진행되었으나, 입자들간의 응집이 매우 심한 결과
가 관찰되었다. 이는 다량의 환원제의 첨가로 Ag 이온들
의 환원속도, 즉 Ag 이온들의 도금속도가 크게 증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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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Low-magnification and (b) high-magnification SEM
images of submicron Cu particles synthesized in-house by
a wet-reduction process.

서 교반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금에 의한 입
자들 간의 응집이 심하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상의 결과들을 종합할 때, 아스코빅산 환원제의 양을 1.0
mmol 수준으로 적절히 조절할 경우 Ag의 불균일 핵생성
(heterogeneous nucleation) 및 성장(growth)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적절한 환원 및 도금속도로 입자들간의 응집
현상이 억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Ag 도금 과정에서 아스코빅산의 적정 첨가량은 1
mmol로 결정되었고, 이후의 실험들은 이 조건에서 실시
되었다.
Fig. 3은 1 mmol의 아스코빅산을 첨가하는 Ag 도금 Cu
입자의 제조에서 Ag 전구체 용액의 주입속도에 따른 Ag
도금된 Cu 입자의 후방산란전자 이미지이다. 공정 중 교
반속도는 300 rpm이었다. 0.17 ml/min의 매우 느린 속도
로 Ag 전구체 용액을 주입한 경우(Fig. 3(a)) 침상 및 덴
드라이트(dendrite) 형태의 Ag 조직이 관찰되어 실질적으
로 Cu 입자 표면에 도금된 Ag의 양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느린 속도로 주입한 경우에
는 다른 빠른 주입속도의 샘플보다 Ag 이온이 에틸렌글
리콜 용매 안에 존재하는 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상대적
으로 매우 길었다. 이에 비해 1.7 ml/min의 속도로 Ag 전
구체 용액의 주입 속도를 증가시킨 경우(Fig. 3(b))에서는
덴드라이트 형태의 Ag 조직이 일부 관찰되었으나, 앞서
경우에 비해 그 양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편 Ag 전구체 용액의 주입속도를 3.3 ml/min로 증가시킨

Fig. 2. BSE images of Ag-coated Cu particles fabricated with
different moles of ascorbic acid: (a) 0.5, (b) 1.0, and (c)
5.7 mM.

경우(Fig. 3(c))에서는 Ag 도금 Cu 입자들간의 응집이 다
소 관찰되었으나, 덴드라이트 형태의 Ag 조직은 관찰되
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Ag 전구체
용액의 주입속도를 6.7 ml/min까지 증가시킨 경우(Fig.
3(d))에서는 덴드라이트 형태의 Ag 조직은 전혀 관찰되
지 않았으나, Ag 도금 Cu 입자들간의 응집이 크게 증가
되어 입자들의 평균 크기가 눈에 띄게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Ag 전구체 용액의 지
나치게 빠른 주입속도는 단위 시간 및 단위 부피 당 Ag
이온들의 환원량을 크게 증가시켜 입자들간의 응집을 크
게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Ag 도금 공정
에서 Ag 전구체 용액의 최적 주입속도는 3.3 ml/min로 결
정되었고, 이후의 실험은 이 조건에서 실시되었다.
Fig. 4는 1 mmol의 아스코빅산을 첨가하는 Ag 도금 Cu
입자의 제조에서 교반속도에 따른 Ag 도금 Cu 입자의 후
J. Microelectron. Packag. Soc. Vol. 23, No. 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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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SE images of Ag-coated Cu particles fabricated with
different injection rates of a Ag precursor solution: (a)
0.17, (b) 1.7, (c) 3.3, and (d) 6.7 ml/min.

Fig. 5. TG-DSC results of (a) pure Cu powder and (b) Ag-coated
Cu powder fabricated using optimal conditions in a
dynamic heating mode.

Fig. 4. BSE images of Ag-coated Cu particles fabricated with
different stirring rates in the mixed solution: (a) 100, (b)
150, (c) 250, and (d) 300 rpm.

방산란전자 이미지이다. 100 rpm의 매우 낮은 속도로 교
반을 실시했을 경우(Fig. 4(a)) 일부 Cu 입자 표면에서 불
규칙한 크기와 형태의 미세 Ag 입자가 생성되어 Ag 도
금이 균일하게 진행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세
Ag 입자의 생성은 교반속도의 증가에 따라 점차 감소하
였으나, 250 rpm까지는 계속 관찰되다가 300 rpm에 이르
러서야 비로서 없어지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즉, Ag 전구
체 용액이 주입되는 부분에서는 국부적으로 Ag 이온의
농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 충분치 않은 교반속도에
서는 주입된 Ag 전구체의 높은 농도가 국부적으로 일정
시간동안 유지되므로 높은 환원 구동력을 통한 Ag 이온
의 균일 핵생성(homogeneous nucleation) 및 성장을 유발
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교반속도가 300 rpm 수
준으로 증가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주입되는 Ag 전구체
가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균일 핵생성 및 성장이 억제되
고, 주입량의 증가에 비례하면서 Ag 도금층의 두께도 증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제23권 제3호 (2016)

가하는 거동을 나타냄을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내산화 평가를 위한 Ag 도금 Cu 입자 시료는 1.0 mmol
의 아스코빅산 첨가, 3.3 ml/min의 Ag 전구체 용액 주입
속도, 300 rpm의 교반속도 조건에서 제조하였다.
Fig. 5와 Fig. 6는 습식환원법으로 합성된 순수한 Cu 입
자와 최적 조건으로 제조한 Ag 도금 Cu 입자의 TG-DSC
결과이다. Fig. 5는 10oC/min의 승온속도로 500oC까지 연
속적으로 승온시키는 승온가열 조건에서 대기 중에 노출
된 분말 시료의 무게가 증가되는 온도로부터 산화가 시
작되는 온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즉, 산화는 시료의 무
게 증가를 유발하게 되므로 본 실험에서의 산화 시작온
도를 시료의 최저 무게 대비 0.1% 증가 시점으로 정의하
였다. 순수 Cu 입자의 경우[Fig. 5(a)] 그래프에서 화살표
표시와 같이 약 127oC에서 0.1%의 무게 증가가 관찰되었
고, 그 무게 증가가 500oC까지도 지속되는 것이 측정되
었다. 이에 비해 최적 조건으로 제조된 Ag 도금 Cu 입자
의 경우(Fig. 5(b))에는 약 225oC에서 0.1%의 무게 증가가
관찰되어 순수한 Cu 입자보다 100oC 가량이나 높은 내산
화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g 도금 Cu 입
자의 내산화 특성이 더 높은 온도까지 이어지지 않고
225oC부근에서 소멸되는 것은 코팅된 Ag 쉘이 Cu 입자
표면에서 dewetting되기 때문이다.16,17) 한편 Ag 도금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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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최적 조건에서 제조된 Ag 도금 Cu 입자 분말의
경우 도전 페이스트의 필러 소재로 적용 가능함을 의미
한다.

4. 결

Fig. 6. TG-DSC results of (a) pure Cu powder and (b) Ag-coated
Cu powder fabricated using optimal conditions in an
isothermal heating mode of 150oC.

입자 샘플은 100oC까지 승온되는 동안 약 5%의 무게 감
소가 발생하여 순수 Cu 입자 샘플의 경우보다도 큰 무게
감소 현상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에틸렌글리콜 용매 기
반의 Ag 도금 과정에서 유기물들의 혼입이 일어나고, 이
러한 유기물들이 가열 초기단계에서 증발되어 제거되는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Fig. 6는 대기 중에 노출된 순수 Cu 및 Ag 도금 Cu 입
자를 150oC의 등온조건으로 유지할 경우 유지시간에 따
른 TG-DSC 결과이다. 고속의 승온속도인 20oC/min으로
150oC까지 가열한 후 75분 동안 등온 유지하면서 시료의
무게 증가를 관찰하였는데, 이러한 가열조건은 150oC 정
도에서 약 1시간 동안 경화시키는 실제 도전 페이스트들
의 경화조건과 유사하다.14) 따라서 당 결과는 제조된 Ag
도금 Cu 입자를 적용한 페이스트의 경화 시 제조된 Ag
도금 Cu 입자들이 산화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지를 간접
적으로 보여주게 된다. 순수한 Cu 입자 시료(Fig. 6(a))는
150oC에서 약 31분 유지 시 0.10% 무게 증가가 시작되어
70분 후에는 0.32%의 무게 증가가 발생하였다. 반면 최
적조건으로 제조된 Ag 도금 Cu 입자 시료(Fig. 6(b))는 75
분까지 무게 증가가 발생하지 않아 150oC의 페이스트 경
화온도에서도 75분까지도 Ag 도금층에 의한 Cu 입자의
내산화 특성이 유지됨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Cu 합성 및 Ag 코팅 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방

론

평균 크기 0.705 µm급의 Cu 입자들을 습식 합성법으로
제작한 후, 에틸렌글리콜 용매를 사용한 연속 공정으로
Ag 도금을 실시하여 Ag 도금 Cu 입자를 제조하였다. 최
적 Ag 도금 조건을 벗어난 경우 제조 시료에서 Ag 코팅
대신 미세 Ag 입자 또는 덴드라이트 형태의 Ag 입자들
이 관찰되거나 Ag 도금 Cu 입자간에 심한 응집이 관찰
되었으나, 첨가 환원제의 농도, Ag 전구체 용액의 주입속
도 및 혼합 용액의 교반속도 등의 공정변수들을 최적화
시킴으로써 미세 Ag 입자 및 덴드라이트 Ag 입자들이 생
성을 막고, 입자들간의 응집을 억제할 수 있었다. 최적 아
스코빅산 첨가량은 1.0 mmol이었으며, 최적 Ag 전구체
용액 주입속도와 최적 교반속도는 각각 3.3 ml/min와 300
rpm이었다. 최적 제조조건에서 제조된 Ag 도금 Cu 입자
시료는 다소간의 응집을 나타내었으나, 150oC 대기중에
서 75분까지 무게 증가를 나타내지 않아 도전 페이스트
의 필러 소재로 적용 가능함을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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