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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Ag shell이 형성되는 40 wt.% Ag 코팅 Cu 입자의 제조 및 입자 내 결함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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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내산화성 및 Ag 함량을 증가시킨 Cu계 필러 소재를 제조하고자 평균 직경 2 µm의 구형 Cu 입자에 약 40 wt.%
수준으로 Ag를 코팅한 Ag 코팅 Cu 입자를 제조하여 그 내산화 거동을 분석하였다.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착
화제만을 첨가하여 제조된 Ag 코팅 Cu 입자는 Ag 이온들과 Cu 원자들간의 과도한 갈바닉 치환 반응에 의한 Ag shell/
Cu core 계면의 분리 및 입자 내부가 비어있는 결함 입자들이 종종 생성되어 Ag 코팅 Cu 입자의 형상이 무너지는 문제
점들이 관찰되었다. 그 결과 40 wt.%의 Ag 코팅 후 결함 입자들의 총 분율은 19.88%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hydroquinone 환원제를 추가적으로 첨가하여 40 wt.% Ag를 코팅시킨 Cu 입자들의 경우 결함 생성률이 9.01%까지 감소
하였고, 표면이 매끄럽고 상대적으로 치밀한 Ag shell이 형성되면서 160oC의 대기 중에서 2시간동안 노출 시에도 산화
에 의한 무게 증가가 관찰되지 않아 향상된 내산화 특성을 나타내었다.
Abstract: To prepare the Cu-based filler material indicating enhanced oxidation resistance property and Ag content,
Ag-coated Cu particles was fabricated by Ag plating of 40 wt % on the spherical Cu particles with an average size of
2 µm and their oxidation behavior was also evaluated. In the case that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was used alone,
the fabricated particles frequently showed broken structures such as delamination at Ag shell/core Cu interface and hollow
structure that are induced by excessive galvanic displacement reaction. As a result, fraction of defect particles increased
up to 19.88% after the Ag plating of 40 wt.%. However, the fraction in the 40 wt.% Ag-coated Cu particles decreased
to 9.01% and relatively smooth surface and dense microstructure in the Ag shell were also observed with additional usage
of hydroquinone as a complexing agent. Ag-coated Cu particles having the enhanced microstructure did not show any
weight increase by oxidation for exposure to air at 160oC for 2 h, indicating increased oxidation resistance property.
Keywords: Ag-coated Cu particle, Thick Ag shell, Galvanic displacement, Defect, Oxidation resistance

1. 서

거의 Ag 분말로 사용되고 있어1-6) 페이스트의 높은 가격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저가의 소재로 이를 대체
하고자 하는 연구가 학계와 산업계에 걸쳐 전반적으로 진
행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Ag 코팅 Cu 분말 소재
이다.7-15)
Ag 코팅 Cu 분말은 저가의 Cu 분말을 필러 소재로 사
용하되 Ag 코팅을 통해 Cu 분말의 단점인 산화 특성을

론

등방성 전도 페이스트(paste)는 인쇄 또는 디스펜싱
(dispensing) 공정으로 사용되어 도전 배선 및 전극, 그리
고 접합부 형성 소재로서 각종 전기·전자모듈의 제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1-6) 그러나 전도 페이스트에
70~80%의 무게 분율로 첨가되는 금속 필러(filler) 소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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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시키고자 한 소재이다. 제조 가격을 고려할 때 Ag 코
팅 공정은 습식 공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유리한데, 이 경
우 Ag 코팅층의 Cu 표면 감쌈 정도, 균일도, 두께, 그리
고 그 미세구조과 치밀도 등은 Ag 코팅 Cu의 산화 특성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12,14,15) 즉, Ag 코팅
층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거나, Ag 코팅층이 형
성되었더라도 그 Ag 코팅층의 미세구조가 좋지 않고 치
밀도가 낮다면 Cu가 쉽게 산화되어 표면에 산화층을 형
성할 수 있는데, 전도성 페이스트의 전도 기구가 필러 입
자들간의 접촉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산화층의 형성은 궁
극적으로 페이스트 소성체의 전기전도도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7,9,10,12-14,16) 따라서 Ag 코팅 Cu 필러 소재에
Ag 코팅층을 보다 두껍게 형성하여 사용한다면 페이스
트의 전기전도도 및 전기전도도의 장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태양광 모듈 제작을 위한 전극 형성 페이스트에
서도 기존 Ag 필러 대신 Ag 코팅 Cu 필러를 적용한 연
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 경우 Ag는 함께 첨가되
는 유리 frit들과 동시에 실리콘 표면에서 스파이크(spike)
형태의 전극을 형성하는데 소모되어야 하므로 첨가되는
Ag 코팅 Cu 필러상 Ag shell은 백 나노미터 이상의 수준
으로 충분히 두껍게 형성되어야 한다.17,18) 또한 유리 frit
들과의 조합으로 세라믹 기판 상에 전극을 형성하는 공
정에서도 두꺼운 Ag shell을 가지는 Ag 코팅 Cu 필러의
적용이 적합하다.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Ag 전구체 이외에 ethylenediamine
tetraacetic acid(EDTA, C10H16N2O8) 착화제(complexing
agent)만을 사용하여 Cu 입자상에 100 nm 이상의 Ag 코팅
층을 형성시키는 습식 도금공정을 통해 두꺼운 Ag shell
을 가지는 Ag 코팅 Cu 입자들을 제조하고자 하였고, 그 과
정에서 환원제의 추가 첨가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후 다양한 도금액 조성에서 만들어진 Ag 코팅 Cu 입자들
의 내산화 특성들을 상호 비교하며 Ag 코팅층의 품질 변
화를 모니터링 해 보았다.

2. 실험 방법
Ag 코팅을 실시하기 전에 구형의 Cu(CNVISION Co.,
Ltd., D50=2 µm) 입자 표면의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한 전
처리 과정을 실시하였다. Cu 분말의 전처리 용액은 500 ml
부피의 비커(beaker)에 담긴 100 ml의 증류수에 150 mM의
ammonium hydroxide(NH4OH, 28~30%, Samchun Pure
Chemical Co., Ltd.)와 2.09 M의 ammonium sulfate((NH4)2
SO4,, 99 %, Samchun Pure Chemical Co., Ltd.)를 용해시켜
준비하였다. 여기에 3 g의 Cu 분말을 투입 후 200 rpm의
속도로 2 분간 교반시키며 Cu의 산화막을 제거하였으며,
전처리 용액을 따라 내고 증류수를 사용하여 Cu 분말을
세척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였다. 전처리를 통해 산화막
이 제거된 순수 Cu 분말은 다시 100 ml 증류수 안에 분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제24권 제4호 (2017)

산시켜 Ag 코팅을 위한 Cu 분말 분산 용액으로 준비하
였는데, 향후 Ag를 코팅하는 과정에서 입자들의 결함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원제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Cu
용액 내에 30 mM의 glucose(C6H12O6, 99.5%, Sigma
Aldrich Chemical Co.) 또는 hydroquinone(C6H6O2, 99%,
Duksan Pure Chemicals Co., Ltd.)을 추가로 첨가하여 용
해시켰다.
사용한 Ag 도금액은 Ag-EDTA 용액이었는데, 100 ml
의 증류수에 2.5 M의 sodium hydroxide(NaOH, 97%,
Dea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0.63 M의
EDTA(99%,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0.11 M의
silver nitrate(AgNO3, 99.8%, Hojeonable Inc.)를 차례로 용
해시켜 제조하였다. 이후 준비된 Cu 용액에 Ag-EDTA 용
액을 상온에서 방울방울 주입하며 Ag 코팅을 실시하였
는데, 이 때 Cu 용액의 교반속도는 250 rpm, Ag 도금액의
주입속도는 10 ml/min이었다. 이후 Ag-EDTA 용액의 주
입이 완료된 다음 5분 동안 교반을 유지하여 최종적으로
두꺼운 Ag shell이 형성된 Ag 코팅 Cu 입자를 제조하였
다. 반응이 완료된 Ag 코팅 Cu 분말은 일정 시간동안 가
라앉힌 후 상층액을 따라 내고 증류수를 사용하여 3회,
메탄올을 사용하여 1회의 추가 세척을 진행하였으며, 상
온에서 24시간 진공 건조하여 Ag 코팅 Cu 분말을 수득
하였다.
Ag 코팅 Cu 분말 입자의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하여
15 kV의 가속전압 조건에서 고분해능 주사전자현미경
(high resolution scanning electron microcopy, HR-SEM,
SU8010, Hitachi)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생성상의 분석을
위하여 X-선 회절(X-ray diffraction, XRD, DE/D8 Advance,
Bruker)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Ag shell의 두께 및 결
함 입자들의 생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Ag 코팅 Cu 분말을
에폭시 수지로 마운팅(mounting)한 후 폴리싱(polishing)하
여 단면을 노출시킨 상태에서 후방산란전자(back-scattered
electron, BSE) 이미지 관찰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열중
량-시차주사열량계(thermo gravimetry-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TG-DSC, Q600, TA Instruments)를 사용한 공
기 중 가열을 실시하면서 두꺼운 Ag shell이 형성된 Ag
코팅 Cu 분말의 내산화 특성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Cu 및 40 wt.%의 두꺼운
Ag shell이 형성된 Ag 코팅 Cu 입자들의 SEM 및 그 단
면의 BSE 이미지이다. 평균 2 µm 크기의 구형 Cu 입자
들은 기상법으로 제조되어 그 표면이 매끄러웠고, 입자
간의 응집이 없어 우수한 분산성을 나타내었다. Ag-EDTA
용액을 사용하여 제조된 Ag 코팅 Cu 입자는 Cu 무게 대
비 40 wt.% 함량의 두꺼운 Ag shell이 형성되면서 그 표
면이 거칠어졌고, 입자끼리의 응집(aggregation)도 다소
존재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Cu 입자 표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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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M images of (a) Cu particles used in this study and (b)
40 wt.% Ag-coated Cu particles. (c) EDS line-profiles, (d)
cross-sectional BSE images, and (e) XRD results of the
Ag-coated Cu particles.

에 Ag가 코팅되는 거동은 Cu 및 Ag의 산화환원전위
(redox potential) 차이에 의한 자발적인 갈바닉 치환반응
(galvanic displacement)으로 진행된다. 도금 과정에서 착
화제로 사용된 EDTA는 Ag 이온과 Ag-EDTA 착물
(complex)을 형성하여 순수 Ag 이온보다 산화환원전위를
낮추기 때문에 Ag 이온들의 급격한 환원 반응을 억제시
키게 된다.20-22) 이에 따라 40 wt.%의 Ag shell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균일 핵생성(homogeneous nucleation)에 의해 생
성되는 분리된 형태의 미세 Ag 입자들의 수는 감소시킬
수 있었으나, Fig. 1(b)에서와 같이 Ag shell들의 표면에
pit 형태 결함들이 다소 관찰되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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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아울러 단면 BSE 이미지 및 라인 프로파일(lineprofile) 에너지 분산형 분광법(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분석 결과, Fig. 1(c)에서 볼 수 있듯이
밝게 관찰되는 두꺼운 shell 부분에서는 Ag peak가, 어두
운 core 부분에서는 Cu peak가 검출되어 Ag 코팅 Cu 입
자의 core-shell 구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으나, Fig.
1(d)에서 보여지듯 Ag shell과 Cu core 계면이 분리된 입
자 및 Cu core가 비어있는 결함 입자들이 종종 관찰되었
다. 이는 Cu 양 대비 과도한 양의 Ag가 갈바닉 치환반응
을 통해 코팅되면서 core 부분의 Cu가 이온으로 용액 내
에 지속적으로 용출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하여 EDS 분
석 결과 첨가된 Ag 양보다 더 많은 48.46 wt.%의 Ag가 평
균적으로 검출되었다. 한편 Ag 코팅 Cu 분말의 XRD 분
석 결과(Fig. 1(e)), Ag와 Cu peak만이 인덱싱(indexing)되
어 제조 Ag 코팅 Cu 입자들은 산화되지 않고 Ag와 Cu로
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0 wt.%의 Ag가 코팅된 Cu 입자들을 제조하는 과정에
서 Ag shell의 형성 및 결함 입자들의 생성 추이를 관찰
하기 위하여 Ag 코팅량에 따른 입자들의 SEM 및 단면
BSE 이미지를 Fig. 2에 나타내었다. Ag 양이 10 wt.%씩
증가함에 따라 Ag shell이 두꺼워지며 그 표면이 점점 거
칠어졌지만, 동시에 코팅층이 아닌 분리된 형태로 수백
나노미터급의 Ag 입자들이 생성되는 문제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단면 이미지에서 밝은 색으로 관찰되는 Ag
shell의 두께가 점차 두꺼워지는 과정에서 30 wt.%의 Ag
코팅을 실시한 시료(Fig. 2(g))에서부터 내부에 결함이 형
성된 입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상기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Ag 코팅량의 증가에 따른
결함 입자의 생성 분율 변화와 Ag shell의 예상 두께 변
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a)에서 알 수 있듯이 구
형의 Cu core 입자의 직경이 2 µm일 때, 총 40 wt.%까지
Ag 함량을 10 wt.%씩 증가시키며 코팅시킴에 따라 예상
되는 Ag shell의 두께는 각각 27.64, 53.86, 78.84, 102.72 nm
로 계산된다. 그러나 단면 BSE 이미지를 통해 관찰한 Ag
shell의 평균 두께는 이러한 두께 계산값보다 월등히 큰

Fig. 2. (a-d) SEM and (e-h) cross-sectional BSE images of Ag-coated Cu particles with different Ag coating contents during the galvanic
displacement reaction using a Ag-EDTA solution: (a, e) 10, (b, f) 20, (c, g) 30, and (d, h) 40 wt.%.
J. Microelectron. Packag. Soc. Vol. 24, No. 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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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Calculated average thickness of Ag shell in Ag-coated Cu particles and (b) fraction of defective Ag-coated Cu particles with
different Ag coating contents.

것으로 관찰되었고, Ag 코팅량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는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차이의 발생
은 Ag shell이 두껍게 형성될수록 Ag 코팅 Cu 입자들간
의 응집 현상이 심해지면서 Ag 코팅이 가능한 입자의 유
효 표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자들간의
응집이 급격히 심해지는 30 wt.%의 Ag 코팅량부터 계산
값 대비 실제 Ag shell들의 두께 증가는 더욱 가속되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본 시스템에서는 갈바닉 치환 반응에 의한 Cu 원자의
이온화가 Ag shell/Cu core 계면 분리 결함 생성 및 Cu core
의 제거에 의한 내부가 빈 입자들의 생성이라는 두 가지
의 결함 모드가 관찰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3(b)는
500개 이상 Ag 코팅 Cu 입자들의 단면 이미지를 관찰하
면서 Ag shell/Cu core 계면 분리 결함 생성 입자와 내부
가 비어있는 입자의 수를 측정하여 Ag 코팅량의 증가에
따른 그 생성 분율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초
기 10 wt.%의 양으로 Ag 코팅이 진행된 경우에서는 내부
가 빈 입자들은 전혀 관찰되지 않고 오직 3%의 계면 분
리 입자들만이 관찰되었으며, Ag 코팅량이 20 wt.%까지
증가함에 따라 내부가 빈 입자들은 여전히 생성되지 않
는 반면 계면 분리 입자들의 분율은 6%로 증가하였다. 따
라서 20 wt.%의 Ag 코팅량까지는 초기에 Cu 입자들의 표
면에서 Cu가 이온화되다가 Ag 코팅이 진행되어 Cu 입자
의 대부분을 감싸게 되면서부터는 Cu 입자 표면의 이온
화가 Ag shell/Cu core에서의 계면 분리 결함을 야기시키
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Ag 코팅량이 30 wt.%로 증
가하면 계면 분리 입자들의 분율은 13.32%로 증가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내부가 빈 입자들도 4.11% 관찰되어
총 17.43%의 결함 입자들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20 wt.%
의 Ag 코팅량 이후부터는 상기 계면 분리 결함과 함께
Ag shell의 결함부를 통한 core Cu의 대량 이온화 용출이
일어나면서 Ag 이온들에 전자를 공급하여 갈바닉 치환
반응에 의한 Ag 코팅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Ag
코팅량이 30 wt.%에서 40 wt.%로 증가되면서 이러한 core
Cu의 대량 이온화 용출 거동은 더욱 집중적으로 발생하
게 되는데, 그 결과 40 wt.%의 Ag 코팅 후 계면 분리 입
자들의 분율은 13.43%로 30 wt.% Ag 코팅 조건 대비로
거의 변화가 없지만, 내부가 빈 입자의 분율은 6.45%로
증가하여 결함 입자들의 총 분율은 19.88%까지 증가된
결과가 관찰되었다.
Fig. 4는 순수 Cu 및 40 wt.%의 Ag를 코팅시켜 100 nm
이상의 두꺼운 Ag shell을 갖는 Ag 코팅 Cu 분말의 TGDSC 결과를 나타내었다. 각 분말들의 내산화 특성은 공
기 중에서 10oC/min의 승온속도로 500oC까지 연속적으로
승온 가열하며 분석하였다. 순수 Cu 분말은 초기 무게를
유지하다가 142oC부터 산화에 의한 0.1 wt.%의 무게 증
가가 감지되었고, 이후 상대적으로 빠른 산화 거동으로
무게 증가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반면, 두꺼운 Ag shell을
형성한 Ag 코팅 Cu 분말은 225oC까지도 초기의 무게를
유지하다 이후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산화되며 무게 증
가가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g 코팅 Cu 분말에서
의 산화 현상은 Ag/Cu 계면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Ag shell
의 dewetting 거동으로 인해 유발되는데,16,23,24) Ag shell의
dewetting은 두께가 매우 얇은 Ag 코팅부를 형성시키게

Fig. 4. TG-DSC results of (a) Cu and (b) 40 wt.% Ag-coated Cu powder under dynamic heating up to 500oC at 10oC/min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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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b) SEM and (c, d) cross-sectional BSE images of 40
wt.% Ag-coated Cu particles prepared using (a, c) glucose
and (b, d) hydroquinone as a reducing agent and (e)
fraction of defective particles observed in the Ag-coated Cu
particles.

되므로 이 부분을 통한 Cu의 확산과 확산된 Cu의 산화가
그 원인이 된다.25) 문헌상으로 Ag의 dewetting 및 Cu의
산화는 200oC 전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나,12,14,15,17,23)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보다 살짝 높은 온도
에서 Cu의 산화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Ag shell의 두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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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켜 Ag의 dewetting에 의한 Cu의 산화를 지연시켰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100 nm 이상의 두꺼
운 Ag를 Cu 표면에 코팅함으로써 Ag shell에 결함이 존
재하고 10% 이상의 계면 분리 결함 입자들이 생성되더
라도 입자들의 평균적인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산화
발생 온도를 약 80oC 이상 증가시킬 수 있었다.
100 nm 이상의 두꺼운 Ag shell이 형성된 Ag 코팅 Cu
입자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갈바닉 치환 반
응에 의한 결함 입자들의 생성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glucose와 hydroquinone 환원제를 추가로 첨가하여 40
wt.% Ag를 코팅시킨 Ag 코팅 Cu 입자들의 제조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환원제의 양이 과도할
경우에는 Ag 이온들이 불균일 핵생성에 의해 코팅층을
형성하기보다 균일 핵생성에 의해 수백 나노미터급의 Ag
입자들로 생성될 수 있다. 반면 환원제의 양을 적게 첨가
할 경우에는 환원제에 의한 환원력이 갈바닉 치환반응보
다 미약하게 작용하여 갈바닉 치환반응이 여전히 과도하
게 발생되므로 결함 입자들의 생성률을 감소시킬 수 없
게 된다. 따라서 예비 실험들을 통하여 본 시스템에서의
최적 환원제 양은 30 mM로 결정되었다. 두 종류의 환원
제를 각각 첨가하여 Ag 코팅 Cu 입자 제조 시 약 200 nm
급의 Ag 입자들이 다소 생성되기는 했지만, 100 nm 이상
의 두꺼운 Ag shell이 비교적 균일하게 형성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hydroquinone 환원제 첨가 시의 Ag
shell 표면은 매우 매끄럽게 관찰되어 생성된 Ag 코팅층
이 상대적으로 보다 치밀한 조직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단면 이미지를 바탕으로 결함 입자의 생성률을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glucose를 첨가하여 제조된 Ag 코
팅 Cu 입자들의 경우 계면이 분리된 입자는 7.45%, 내부
가 빈 입자는 5.39%로 총 12.84%의 결함 입자들이 관찰

Fig. 6. TG-DSC results of (a) Cu and 40 wt.% Ag-coated Cu prepared (b) without a reducing agent or (c) using glucose and (d)
hydroquinone as a reducing agent under isothermal heating at 160oC for 2 h in air.
J. Microelectron. Packag. Soc. Vol. 24, No. 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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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환원제를 첨가하지 않은 입자들의 경우보다 결함 발
생률이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hydroquinone을
첨가하여 제조된 Ag 코팅 Cu 입자들은 각 결함 입자들
이 더 감소(5.52%의 계면 분리 입자와 3.49%의 내부 공
극 입자 생성)하여 총 9.01%의 결함 발생률을 나타내었
는데, 이는 환원제 첨가하지 않은 분말 대비 50% 이상 개
선된 결과였다.
Fig. 6는 환원제를 첨가하여 40 wt.% Ag를 코팅시킨 Ag
코팅 Cu 분말의 내산화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60oC의
대기 분위기에서 2시간 동안 가열 시 측정된 TG-DSC 결
과이다. Fig. 4와 같은 연속 승온 가열법으로는 유의차 있
는 결과가 관찰되지 않아 160oC에서의 등온 가열법 결과
가 제시되으며, 160oC까지의 승온은 20oC/min의 속도로
빠르게 진행하였다. 순수 Cu 분말은 160oC에 도달하자마
자 산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확연한 무게 증가 거동을
나타내었으며, 2시간 유지 시 총 1.4%의 무게 증가가 발
생하였다. 환원제를 첨가하지 않고 제조된 Ag 코팅 Cu
분말은 Ag shell의 형성으로 산화에 의한 0.1%의 무게 증
가 시점이 70분으로 측정되었으며, 2시간동안 유지 시에
는 단지 0.2%의 무게 증가를 나타내었다. 한편 환원제로
glucose를 첨가하여 제조된 Ag 코팅 Cu 분말은 계면 분
리 입자의 수를 기존 13.43%에서 7.45%로 감소시켰음에
도 불구하고 2시간 유지 시 동일한 0.2%의 무게 증가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는 환원제를 첨가하지 않아 계면
이 분리되거나 내부가 빈 입자들이 많이 생성된 시료 대
비 산화될 수 있는 Cu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내산화성이 다소 증가된 결과로
도 해석될 수 있다. 반면 hydroquinone을 첨가하여 제조
된 Ag 코팅 Cu 분말은 2시간 동안 유지하는 경우에도 무
게 증가가 전혀 관찰되지 않아 Cu의 산화가 극도로 억제
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환원제로 hydroquinone를
적정량 첨가할 경우 계면 분리 입자 및 내부가 빈 입자의
생성을 기존 대비 45% 수준으로 억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g 코팅층을 보다 치밀하게 형성시킬 수 있어
160oC에서 2시간동안 노출 시에도 산화가 발생되지 않는
우수한 내산화 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4. 결

론

평균 직경 2 µm의 구형 Cu 입자에 40 wt.% 수준으로
Ag를 코팅하여 100 nm 이상의 두꺼운 Ag shell을 가지는
Ag 코팅 Cu 입자를 제조하였고, 그 내산화 특성을 분석
하였다. Ag-EDTA 용액만을 사용하여 제조된 Ag 코팅 Cu
입자는 그 표면이 거칠어지는 한편 pit 결함이 생성되었
고, 입자끼리의 응집도 다소 존재하였으며, 무엇보다도
Ag 이온들과 Cu 원자들간의 과도한 갈바닉 치환 반응에
의한 Ag shell/Cu core 계면의 분리 및 입자 내부가 빈 결
함 입자들이 종종 관찰되며 Ag 코팅 Cu 입자의 형상이
무너지는 문제점들이 관찰되었다. 즉, 초기 20 wt.% 양까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제24권 제4호 (2017)

지 Ag 코팅이 진행된 경우에서는 내부가 빈 입자들 없이
계면이 분리된 입자들만이 관찰되었나, Ag 코팅량이 30
wt.%로 증가하면서 내부가 빈 입자들이 급격하게 생성되
었고, 그 결과 40 wt.%의 Ag 코팅 후에는 결함 입자들의
총 분율이 19.88%까지 증가하였다. 형성된 Ag shell의 평
균 두께도 계산치보다 확연히 큰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Ag 코팅이 진행되면서 입자들간의 응집이 심해져
Ag 코팅이 가능한 입자의 유효 표면적이 감소하기 때문
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hydroquinone 환원제를 첨가하
여 40 wt.% Ag를 코팅시킨 Ag 코팅 Cu 입자들의 경우 결
함 생성률이 50% 이상 개선(9.01%)되었고, 표면이 매끄
럽고 상대적으로 치밀한 Ag shell이 형성되면서 160oC의
대기 중에서 2시간동안 노출 시에도 산화에 의한 무게 증
가가 관찰되지 않아 환원제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입
자들 대비 향상된 내산화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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