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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도전 페이스트의 필러로 사용되기 위한 미세 Cu 입자를 제조하기 위하여 아산화동 분말과 황산간의 고속 화
학 반응을 이용한 증류수 기반의 습식 공정으로 Cu 입자의 합성을 실시하였다. 7oC에서 48%의 황산과 30 g의 Cu2O를
사용한 조건에서 미반응 Cu2O 입자들이 제거되면서 입자들간의 응집이 개선된 순수 Cu 나노입자들이 제조되었다. 이후
최적 첨가제의 선택을 통하여 입자들간의 응집이 가장 억제된 224 nm 크기의 Cu 입자들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
세 Cu 입자 시료에서는 응집된 형태의 조대 입자들이 다소 존재하였고 입자들간의 연결부도 일부 관찰되었으나, 삼본밀
을 사용한 레진 포물레이션과의 혼합 후에는 응집된 형태의 조대 입자들이 파괴되고 입자들간의 연결부들이 탈착되어 입
자들의 응집이 풀리는 거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Abstract: With the aim of using a filler material in a conductive paste, fine Cu nanoparticles were synthesized through
the high-speed chemical reaction between cuprous oxide (Cu2O) powder and sulfuric acid in distilled water. Under external
temperature of 7oC, sulfuric acid concentration of 48%, and Cu2O amount of 30 g, the Cu2O particles were eliminated
and slightly aggregated Cu nanoparticles were synthesized. Futhermore, Cu nanoparticles of 224 nm, in which the
aggregation between particles was obviousiy much suppressed, were synthesized with the choice of an additive. In the
particle sample, occasionally there are coarse particles formed by the aggregation of fine nanoparticles and weak linkages
between the nanoparticles. However, the coarse particles were destroyed and the linkages were broken after mixing with
a resin formulation, indicating the behavior of untangling the aggregation between nanoparticles.
Keywords: Cu nanoparticle, filler, high-speed synthesis, aggregation, 3-roll milling

1. 서

론

도도와 내산화 특성을 가져 대표 필러소재로 사용되는 은
(Ag) 입자는 높은 소재 원가로 인해 차세대 도전 필러소
재로는 커다란 약점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즉, Ag 필
러를 대체할 수 있는 저가형 필러소재가 개발된다면 가
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향후 플렉서블 전자모듈 시장 등
에서 활발한 적용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구리(Cu)는 은과 유사한 전기전도도를 가지지만, 그 원
가는 1/60 가량이나 저렴한 소재여서 은을 대체하기 위
한 필러소재로 최우선적인 후보이다. 하지만 상온에서도

도전성 접착제(conductive adhesive)는 1950년대부터 전
자 산업에 사용된 이후 지금까지도 매우 다양한 용도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복합 소재로서 앞으로 펼쳐질
플렉서블(flexible) 전자모듈 시장을 통해 그 사용량이 더
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1-6) 도전성 접착제는 무게 분
율로 70~80% 정도가 첨가되는 입자형 필러(filler) 소재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우수한 전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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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 산소와 습기에 의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산화
로 인해 장기 보관성에 문제가 있으며, 접착제의 대기 중
의 가열 경화공정 과정에서 급속하게 표면 산화층을 형
성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7-10)
저렴한 Cu 입자를 사용하면서도 산화를 억제시키기 위
한 대표 방안으로는 Cu 입자 표면을 Ag로 코팅한 coreshell 구조 Ag 코팅 Cu 입자의 사용을 들 수 있다.3,8-10,11-19)
일예로 Ag 코팅 Cu 필러입자를 함유하는 도전 페이스트
는 질소 분위기에서 경화 시 7.59×10-5 Ω·cm의 전기전도
도를 나타내거나,3) 실란 커플링제(silane coupling agent)
를 사용한 표면 코팅과 같이 적절한 필러 표면 처리법의
사용을 통해 대기 중에서 경화 후 2.4×10-4 Ω·cm 수준의
전기전도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4) 따라서
높은 전도도 및 장기 신뢰성 특성을 요구하는 적용분야
외에는 Ag 코팅 Cu 필러입자의 적용이 향후 크게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브 마이크론급 Ag 코팅 Cu
필러입자의 경우 소량 첨가 시 페이스트의 점도를 증가
시키지 않는 점도 감소제(viscosity reducer)의 역할을 수
행할 수 있어 인쇄성이 담보되는 점도 기준에서 보다 많
은 필러량을 첨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
서 서브 마이크론(sub-micron)급 필러입자의 적용 시 마
이크론급 입자와의 최적 조합을 통하여 첨가 필러양의 최
대화를 통한 페이스트의 열전도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
다. 아울러 최근 들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펄스빔 소결
(pulsed light sintering)법 역시 수십~수백 nm급의 Cu 입자
를 사용하고 있다.20,21)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적용을 고려하여 아황산동
(cuprous oxide, Cu2O) 분말과 황산(H2SO4)간의 반응을 이
용한 습식 공정으로 100~300 nm급 미세 Cu 입자의 합성
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다양한 Cu 입자 합성 연구가 1 μm
이상의 입자를 합성하거나 100 nm 미만의 입자를 합성
하고, 고가의 용매를 사용하거나 장시간의 반응을 실시
한 반면,22-24) 본 연구에서의 Cu 입자 합성은 증류수(DI
water) 기반에서 수분 내에 반응이 종료되는 특성을 나타
내므로 생산성 및 가격 경쟁력이 매우 우수한 Cu 입자 합
성법으로 고려된다.

였다. 실제 화학 반응은 수분 이내에 완료되는 것으로 관
찰되었으나, 충분한 반응 후 재현성 있는 결과들을 확보
하기 위해여 반응 유지시간은 15분으로 설정하였다. 또
한 반응 시스템의 외부 온도는 상온(25oC) 또는 7oC로 유
지하였고, 이후 보다 최적의 반응 조건을 설정하기 위하
여 희석 황산의 농도를 변화시키거나 Cu2O 및 젤라틴의
양을 변화시켜 보았다. 마지막으로 최적으로 설정된 화
학 반응 조건에서 합성 Cu 입자간의 응집(aggregation)을
억제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폴리비닐피로리돈(polyvinyl
pyrrolidone, PVP, (C6H9NO)n, Mw=10,000, Sigma Aldrich),
덱스트린(dextrin, C6H10O5)·H2O, Samchun Pure Chemicals
Co., Ltd.), 아라빅검(arabic gum, C26H34N2O13, Samchun
Pure Chemicals Co., Ltd.), 디-솔비톨(d-sorbitol, C6H14O6,
97%, Samchun Pure Chemicals Co., Ltd.) 등을 첨가하여 최
종 생성되는 Cu 입자의 최적화를 유도하였다.
2.2. 합성 나노입자의 분석

합성 직후 나노입자의 크기 및 형상 관찰과 상분석을
위해 전계방출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JSM-7500F, JEOL Ltd.) 관
찰 및 X-선 회절(X-ray diffraction, XRD, D8 Focus, Bruker
AXS GmbH)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한 건
조 분말은 합성 직후의 용액을 7,000 rpm 속도의 원심분
리를 실시하여 상층액을 따라내고, 에탄올(ethanol, C2H5OH,
95%, Samchun Pure Chemicals Co., Ltd.)을 투입하여 세척
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한 다음 저진공 오븐 내에서 상온
건조하였다.
최적 조건에서 합성된 Cu 입자는 에폭시(epoxy) 기반
의 레진 포물레이션(resin formulation)과 7:3의 무게비로
혼합하여 페이스트로 제조하였다. Cu 입자와 레진 포물
레이션과의 혼합에는 자전-공전 혼합기(Paste mixer,
PDM-300, Dae Wha Tech Co., Ltd.)와 삼본밀(3-roll mill,
Nano D, Nano Technology Co., Ltd.)을 사용했는데, 혼합
기 사용 시 자전 및 공전 속도는 각각 800 rpm이었으며,
30초간 혼합을 실시하였다. 제조된 페이스트는 150oC에
서 30분간 경화시킨 후 그 단면을 연마하여 주사전자현
미경 관찰을 실시하였다.

2. 실험방법
3. 결과 및 고찰
2.1. Cu 나노입자 합성

본 연구에서는 증류수 용매 기반에서 황산(95%, Samchun
Pure Chemicals Co., Ltd.)과의 고속 반응을 위한 Cu 전구
체로 아산화동(95%, Junsei Chemical Co., Ltd.)을 사용하
고, 젤라틴(gelatin, C102H151O39N31, 99.97%, Duksan Pure
Chemicals Co., Ltd.)을 비롯한 다양한 첨가제를 사용하여
미세 Cu 입자 합성을 실시하였다.
350 mL의 증류수에 50 g의 Cu2O와 0.4 g의 젤라틴을
혼합한 용액에 24% 농도로 희석시킨 황산 100 mL를 부
은 후 혼합용액을 휘저으며 균일한 화학 반응을 유도하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제23권 제4호 (2016)

Fig. 1은 50 g의 Cu2O 및 0.4 g의 젤라틴 첨가 조건에서
24%의 황산을 반응할 경우 외부 온도 변화에 따른 합성
입자들의 형상 및 응집 변화 결과이다. 상온에서 반응을
실시한 경우(Fig. 1(a)) 반응하지 않은 Cu2O 입자(매끈한
표면의 다각형 입자)들과 더불어 반응 생성물 입자들이
동시에 관찰되었으나, 입자들간의 응집이 매우 심한 결
과가 관찰되었다. 반면에 7oC에서 반응을 실시한 경우
(Fig. 1(b))는 반응하지 않은 Cu2O 입자들과 반응 생성물
입자들이 동시에 관찰된 결과는 동일하였으나, 입자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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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 the addition of 50 g Cu2O and 0.4 g gelatin, SEM images of nanoparticles synthesized by the reaction with 24% H2SO4 as
a function of external temperature: (a) room temperature and (b) 7oC.

의 응집은 상대적으로 덜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또한 두
시료 모두 Cu2O 입자와 순수 Cu로 보이는 합성 미세 입
자간의 응집이 지배적으로 관찰된 반면, 합성 미세 입자
들간의 응집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기
Cu2O 입자와 합성 미세 입자간의 응집은 불균일 핵생성
(heterogeneous nucleation) 및 성장 기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는데, 온도의 증가는 환원반응의 속도를 증
가시켜 보다 빠른 시간에 Cu 원자의 농도를 핵생성 수준
으로까지 높임으로써 불균일 핵생성을 위한 임계 핵생성
장벽(critical nucleation barrier) ΔG*를 낮추고, 결국 불균
일 핵생성 및 성장 속도를 높임으로써 Cu2O 입자와 합성
미세 입자간의 응집을 가속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25) 실
제 24%의 희석 황산을 장입한 직후 상온에서 반응시킨

혼합용액의 온도는 발열 반응에 의해 35oC에 이른 반면
에 7oC에서 반응시킨 혼합용액의 온도는 18oC에 불과하
였다. 입자들간의 지나친 응집은 이후의 Ag 코팅 및 페
이스트 제조를 위한 레진 포물레이션 혼합 과정에서 큰
문제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후의 Cu 입자 합성 반응들은
생성 입자들간의 응집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7oC에서
실시하였다. 아울러 미반응한 Cu2O 입자들을 줄이기 위
해 황산의 농도를 더욱 높여 Cu 입자 합성 반응들을 실
시하고자 하였다.
Fig. 2는 7oC의 외부 온도에서 황산 농도의 변화에 따
른 합성 입자들의 형상 및 응집 변화와 XRD 결과이다.
황산의 농도가 24%인 경우(Fig. 2(a))에 비해 48%인 경우
(Fig. 2(b))에서 미반응 Cu2O 입자들이 크게 감소하면서

Fig. 2. Under external temperature of 7oC, SEM images of nanoparticles synthesized at different sulfuric acid concentrations and an XRD
result: (a) 24%, (b) 48%, (c) 72%, and (d) XRD result of nanoparticles formed at the concentration of 48%.
J. Microelectron. Packag. Soc. Vol. 23, No. 4 (2016)

128

오상주·이종현·현창용

입자들간의 응집이 덜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황
산의 농도가 72%인 경우(Fig. 2(c))에서는 미반응 Cu2O
입자들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입자들간의 응집은 다
소 증가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혼합용액의 온도 및 pH값
을 측정한 결과, 24%의 희석 황산을 장입한 직후 혼합용
액의 온도 및 pH는 18oC 및 1.26였던 반면, 48%의 희석
황산을 장입한 직후에서는 23oC 및 0.45였고, 72%의 희
석 황산을 장입한 직후에서는 32oC 및 0.22였다. 즉, 황산
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혼합용액의 온도는 증가하고 pH
는 감소하는 경향이 명확히 관찰되었다. 이상의 사실들
로부터 미반응 Cu2O 입자들의 양 변화 및 입자들간의 응
집 정도 변화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황산 농도가
초기 24% 정도인 수준에서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황
산의 부족으로 과다한 미반응 Cu2O 입자들의 잔존과 불

균일 핵생성 및 성장 거동 기구에 의한 입자들간의 과한
응집이 관찰되었으나, 황산의 농도가 48% 수준으로 진해
지면 미반응 Cu2O 입자들이 크게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
라 순수 Cu로 보이는 합성 미세 입자들이 균일 핵생성
(homogeneous nucleation) 및 성장 기구로 전환되어 생성
되어질 것이다. 이때 초미세 입자로부터 보다 큰 입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입자간의 접촉과 환원된 순수 Cu 원
자들의 지속적인 공급은 입자들간의 응집을 야기하게 된
다. 이 경우 용액의 온도 상승은 입자간의 접촉 확률을 증
가시키고, 환원된 Cu 원자들의 공급을 증가시키게 되므
로 입자들간의 응집을 보다 촉진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황산의 농도를 72% 수준으로 증가
시킨 경우 미반응 Cu2O 입자들을 거의 제거되지만, 환원
반응이 폭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용액의 온도가 더욱 상승

Fig. 3. Under external temperature of 7oC and sulfuric acid concentration of 48%, SEM images of nanoparticles synthesized at different
Cu2O amounts: (a, b) 50 g, (c, d) 40 g, and (e, f) 3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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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생성 입자들간의 응집은 더욱 심해지게 된다.
48%의 황산으로 반응시킨 시료의 XRD 결과를 Fig. 2(d)
에 나타내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극미량의 Cu2O 상이
검출되어 미반응 Cu2O 입자들이 미량 잔존하고 있었으
나, 확연한 Cu 피크(peak)의 검출로부터 생성된 미세 입
자들은 순수 Cu 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속의 화학
반응으로 인한 입자간의 응집을 완전히 막기는 매우 어
려우나 이를 최소화시키는 반응법을 확보하고자 향후 반
응부터는 48%의 희석 황산을 사용하였고, 미량의 미반응
Cu2O 상은 Cu2O 첨가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거하고자
하였다.
Fig. 3은 7oC의 외부 온도 및 48% 황산 농도에서 Cu2O
양 변화에 따른 합성 입자들의 형상 및 응집 변화 결과이
다. 50 g의 Cu2O 양 조건(Fig. 3(a, b))에는 직경 700 nm가
넘는 상대적으로 조대한 크기의 입자들이 다수 관찰되는
반면, 40 g의 Cu2O 양 조건(Fig. 3(c, d))에서는 조대한 Cu
입자들이 대부분 사라지면서 생성 Cu 입자의 평균 입도
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Cu2O
양을 30 g까지 감소시킨 경우(Fig. 3(e, f))에서는 생성 Cu
입자들의 평균 입도가 더욱 감소하면서 균일해지는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전구체로 사용된 Cu2O 분말의 양 감
소는 용액 내 단위 부피당 생성되는 Cu 원자수를 낮추는
한편 단위 시간당 반응양을 감소시켜 용액의 온도 상승
을 억제시키므로 입자들간의 응집 및 입자 성장을 억제
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Fig. 4는 7oC의 외부 온도 및 48% 황산 농도에서 30 g
의 Cu2O 첨가 시 합성된 입자의 XRD 결과이다. 앞서 Fig.
2(d)의 XRD 결과와는 달리 Cu2O 상 피크가 전혀 관찰되
지 않아 반응하지 않은 Cu2O 입자가 거의 잔존하지 않음
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Cu2O 양을 30 g까지 감소
시킨 경우에서도 생성 Cu 입자들간의 응집은 쉽게 관찰
되었는데, 이들간의 응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이후의 반
응에서는 젤라틴 첨가제의 양 조절과 첨가제의 변화를 실

Fig. 4. XRD result measured with the powder of figure 3(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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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해 보았다.
Fig. 5는 7oC의 외부 온도 및 48% 황산 농도에서 30 g
의 Cu2O 첨가 시 젤라틴 첨가량 변화에 따른 생성 Cu 입
자들의 형상 및 응집 변화 결과이다. 기존 0.4 g의 젤라틴
첨가량 조건(Fig. 5(a, b))에 비해 0.8 g 조건(Fig. 5(c, d))
에서 다소간의 입자간 응집이 관찰되었지만, 생성 Cu 입
자간의 응집이 크게 개선된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생성된 Cu 입자의 평균 크기는 136 nm로 측정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캡핑제(capping agent)로 첨가된 젤라
틴의 양을 최적화시킬 경우 생성 Cu 입자간의 응집이 크
게 개선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편 젤라틴의 양을
1.2 g 및 1.6 g으로 증가시킨 경우(Fig. 5(e-h))에서는 오히
려 생성된 Cu 입자간의 응집이 다소 심해지는 결과를 얻
었는데, 이는 지나친 젤라틴의 첨가로 점도가 높은 젤라
틴 기반의 응집이 지배적으로 관찰된 결과로 해석되었
다. 생성되는 Cu 입자들간의 응집을 보다 개선시키기 위
해 이후 첨가제의 변화에 따른 Cu 합성 결과를 관찰해 보
았다.
Fig. 6은 7oC의 외부 온도 및 48% 황산 농도에서 30 g
의 Cu2O와 첨가 시 첨가제의 변화에 따른 생성 Cu 입자
들의 형상 및 응집 변화 결과이다. 모든 경우에서 첨가제
의 양은 0.8 g으로 고정하였다. Fig. 6(a, b)는 첨가제로 젤
라틴 대신 폴리비닐피로리돈을 첨가한 경우에서 생성된
Cu 입자의 형상 및 입자간 응집 정도를 보여준다. 대개의
Cu 입자들의 크기가 100 nm 미만으로 관찰될 만큼 매우
미세한 Cu 입자들이 생성되었지만, 이에 비례하여 입자
들간의 응집 역시 매우 심한 상황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첨가제로 덱스트린을 첨가한 경우(Fig. 6(c, d))에서
는 Fig. 5(c, d)에 비해 생성 Cu 입자들의 크기가 다소 증
가하였으나, 입자들간의 응집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결
과가 관찰되었다. 또한 첨가제로 아라빅검을 첨가한 경
우(Fig. 6(e, f))에서는 Fig. 5(c, d)에 비해 생성 Cu 입자들
의 크기가 미세하게 증가하였으나, 입자들간의 응집은 미
세하게 개선된 결과가 관찰되었다. 이에 비해 첨가제로
디-솔비톨을 첨가한 경우(Fig. 6(g, h))에서는 눈에 띄게
다른 결과들이 관찰되었다. 즉, 입자들간의 응집으로 인
해 조대화된 입자들이 가끔씩 관찰되었지만, 대체적으로
는 입자들간의 응집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Fig. 5(c, d)에 비해 생성 Cu 입자들의 크기
가 다소 증가하여 평균 입경이 224 nm로 측정되었으나,
이 역시 매우 미세한 크기로 평가되었다. 이 시료는 앞서
보고된 모든 시료들 중에서 입자들간의 응집이 가장 약
한 것으로 분석된 바, 이후 이 시료를 필러로 사용한 페
이스트를 제조해 보았다.
Fig. 7은 Fig. 6(g, h) 입자를 필러로 사용하여 페이스트
제조 시 혼합 방법에 따른 경화 후 단면 미세조직 결과이
다. 자전-공정 혼합기만을 사용한 경우(Fig. 7(a, b)) Cu 입
자들간의 응집이 풀리지 않은 것이 관찰되어 레진 포물
레이션이 입자 사이로 침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동
J. Microelectron. Packag. Soc. Vol. 23, No. 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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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Under external temperature of 7oC and sulfuric acid concentration of 48%, SEM images of nanoparticles synthesized with 30 g
Cu2O as a function of added gelation amount: (a, b) 0.4 g, (c, d) 0.8 g, (e, f) 1.2 g, and (g, h) 1.6 g.

(void)들이 다수 존재하는 단면 미세조직이 관찰되었다.
이에 비해 자전 및 공정 혼합기를 사용한 교반 후 삼본밀
에 3회 장입한 페이스트의 경우 Cu 입자들간의 많은 응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제23권 제4호 (2016)

집부들이 분해되어 개별 입자화된 조직이 관찰되었고, 이
로 인해 레진 포물레이션이 입자 사이로 충분히 침투하
면서 공동의 존재가 최소화된 경화 단면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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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Under external temperature of 7oC and sulfuric acid concentration of 48%, SEM images of nanoparticles synthesized with 30
g Cu2O as a function of additive type: (a, b) PVP, (c, d) dextrin, (e, f) arabic gum, and (g, h) d-sorbitol.

따라서 디-솔비톨(d-sorbitol) 첨가제의 사용 조건에서 최
적화된 공정 구현 시 평균 입경 224 nm의 Cu 입자들이
합성되고, 생성 Cu 입자들간의 응집은 심하지 않아 삼본

밀을 사용한 혼합 공정 시 응집된 형태의 조대 입자들이
파괴되고 입자들간의 연결부들이 쉽게 탈착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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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ross-sectional SEM images after curing of pastes fabricated with the powder of figure 6(g, h): (a, b) after using only a paste
mixer and (c, d) after using both a paste mixer and a 3-roll mill.

4. 결

론

아황산동 분말과 황산간의 고속 화학 반응을 이용한 증
류수 기반의 습식 공정으로 미세 Cu 입자의 합성을 실시
하였다. 반응 온도를 상온에서 7oC로 낮춘 경우 입자들간
의 응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결과가 관찰되었고, 황
산의 농도를 24%에서 48%로 증가시켜 반응한 경우 미반
응 Cu2O 입자들이 크게 감소하면서 입자들간의 응집이
보다 개선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이후 Cu2O의 초기량
을 50 g에서 30 g까지 감소시킨 경우 생성 나노입자들의
평균 입도가 더욱 감소하면서 균일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생성된 나노입자들은 순수 Cu 상임을 확인할 수
있어 이 조건들을 기반으로 Cu 합성 반응 공정을 최적화
하였다. 생성된 Cu 입자들간의 응집을 억제시키기 위해
젤라틴 첨가제의 양을 0.8 g으로 최적화시킨 경우 응집이
개선된 평균 크기 136 nm의 Cu 입자들이 생성되었고, 첨
가제를 디-솔비톨로 교체한 경우 입자들간의 응집이 가
장 억제된 224 nm 크기의 Cu 입자들이 제조되었다. 이러
한 Cu 입자 시료에서는 응집된 형태의 조대 입자들이 다
소 존재하였고 입자들간의 연결부도 일부 관찰되었으나,
삼본밀을 사용한 레진 포물레이션과의 혼합 후에는 응집
된 형태의 조대 입자들이 파괴되고 입자들간의 연결부들
이 쉽게 탈착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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