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02                                                                         2015년도 한국표면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고온용 전도성 페이스트를 위한 Ag/Ni 코팅 Cu 플레이크의 제조 및 

Ag dewetting 거동 분석

Preparation of Ag/Ni-coated Cu Flakes for High-temperature Conductive Paste and 

Ag Dewetting Behavior

김지환*, 이종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E-mail:pljh@seoultech.ac.kr)

초 록: 무전해도금법을 이용하여 Ag/Ni 코팅 Cu 플레이크를 제조한 후 Ni 코팅층의 P 함량에 따른 Ag dewtting 거동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Ni 코팅층 내 P 함량이 낮을수록 Ni 코팅층의 결정성 및 결정화 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이는 Ni 코팅층 위에 형성된 Ag 코팅층의 dewetting 거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격자 불일치도가 
높을수록 잘 발생하는 dewetting 현상은 P 함량이 높아 결정성이 떨어지는 Ni 코팅층에서 더욱 빨리 일어남을 알 수 있었
다.

1. 서론

 전자 패키징 공정 및 각종 전자 기기의 제조에서 오랜동안 사용되어온 도전성 페이스트의 필러(filler) 소재로 은(Ag) 플레
이크가 사용되어 왔다. 이에 최근 들어 전자 기기의 제조 단가를 낮추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그 물성은 유사하나 가
격은 저렴한 은코팅 구리(Ag-coated Cu) 플레이크의 제조 및 상용화에 대한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00 ℃
를 넘어서면서 발생하는 Ag의 dewetting 거동은 코어(core) Cu의 산화를 야기시키면서 도전 페이스트의 전기전도도를 급격
히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u 플레이크에 니켈(Ni) dewetting 방지층을 형성한 후 Ag 코팅층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Ag의 dewetting 거동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도금욕으로부터 제조된 Ni 코팅층의 결정성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Ag의 dewetting 거동을 분석하였다. 

2. 본론

 상용 Cu 플레이크를 구입하여 무전해도금법으로 Ni 코팅층을 형성한 후, 그 위에 Ag 코팅층을 형성하여 Ag/Ni 코팅 Cu 
플레이크를 제조하였다. Ni 코팅층 형성 시 세 가지 종류의 다른 도금욕을 사용하여 Ni 코팅층 내의 인(P) 함량을 조절함
과 동시에 결정성을 변화시켰다. 제조된 분말의 표면 이미지를 SEM을 통해 관찰하였으며, 결정성 정도에 따라 제조된 세 
종류의 Ag/Ni 코팅 Cu 플레이크를 100-600 ℃ 범위에서 50 ℃ 간격으로 열처리하여 TG-DSC 및 XRD를 통해 산화 시작온
도 및 산화시 발생하는 상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SEM의 EDS 맵핑(mapping)을 통해 고온에서 Ni 코팅층의 거동 및 Ag 
dewetting 거동을 관찰하였다. 
 Fig. 1은 Ni 도금욕의 종류에 따라 제조된 Ag/Ni 코팅 Cu 플레이크의 TG-DSC 분석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산화 시작온도로 
보는 onset point가 Ag 코팅 Cu 플레이크의 경우 200 ℃ 부근에서 나타나는 것에 비해 Ag/Ni 코팅 Cu 플레이크의 경우 
100-270 ℃ 이상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성 Ni 도금욕에서 제조한 Ag/Ni 코팅 Cu 플레이크는 313.41 ℃
의 산화 시작온도를 나타내어 일반적으로 300 ℃의 산화 시작온도를 나타내는 Ni 코팅 Cu 플레이크에 비해 크게 높지 않
은 내산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 TG-DSC results of Ag/Ni-coated Cu flakes prepared with different electroless plating 

baths: (a) acid bath, (b) alkaline bath, and (c) hydrazine bath.
 
 이러한 내산화 특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조된 세 종류의 분말을 열처리한 후 열처리 온도별로 
XRD 분석을 실시한 다음 Ni(111)의 peak을 확대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100-300 ℃의 온도에서는 하이드라진 도금욕에
서 제조한 샘플만 결정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P 함량이 0%인 하이드라진 도금욕에서만 결정질의 Ni 
코팅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P가 Ni 코팅층 내에 함께 도금되는 경우 비정질의 Ni 코팅층이 형성되며, 비정질도는 P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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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P 함량이 10%인 산성 도금욕에서 제조한 샘플의 경우 P 함량이 5%인 알칼리 도금욕에
서 제조한 샘플보다도 더 높은 비정질도를 가지게 된다. 350 ℃이상으로 가열하는 경우 산성 도금욕과 알칼리 도금욕 샘
플에서도 Ni(111) peak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열에너지를 받음으로 인해 Ni의 결정화가 일어나기 때문
이다. 이때 결정화가 일어난 정도도 P 함량이 높을수록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Ni 코팅층 내에 존재하는 P 원
자가 Ni의 결정화를 방해하는 역할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00 ℃ 이상으로 가열되면 세 종류의 샘플 모두에서 
peak의 intensity가 증가하며 결정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앞서와 마찬가지로 P 함량이 낮은 순서대로 결정
성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450 ℃로 가열된 샘플의 경우 알칼리 도금욕과 산성 도금욕의 Ni(111) 
peak intensity가 동일한 수준으로 관찰되지만, 500 ℃부터는 다시 알칼리 도금욕 샘플의 intensity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P의 함량은 결정화도 뿐 아니라 결정화 속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2 XRD patterns of Ag/Ni-coated flakes after heat treatment at different temperatures.

 Ni 코팅층의 P 함량에 따른 결정화도 및 결정화 속도 차이와 이에 따른 Ni 코팅층의 거동 및 Ag 코팅층의 dewetting 거
동을 알아보기 위해 제조한 샘플 중 산성 도금욕과 하이드라진 도금욕에서 제조한 분말의 단면을 SEM의 EDS 맵핑을 통해 
관찰한 원소 분포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산성 도금욕의 경우 350 ℃에서 Ni 원자와 P 원자가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
면서 core를 잘 감싸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Ag shell 역시 Cu core를 잘 감싸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Ag의 dewetting이 관찰되며 입자 바깥쪽부터 산화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Cu의 산화 시 Cu 원자는 입자 바깥쪽으로 확산하여 외부의 O 원자와 만나 산화물층을 형성하므로 O 원자가 플레이크의 
외곽에서만 검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이드라진 도금욕의 경우는 P가 코팅층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P 원자의 분포는 
맵핑 이미지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Ni 코팅층은 350 ℃부터 그 형태를 잘 유지하지 못했으며, 이 경우 Ni은 Cu 
입자 내부에서도 검출되었다. 그럼에도 Ag 코팅층은 여전히 형태를 잘 유지하며 산화를 방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후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Ni 원자는 더욱 Cu 입자 내부로 확산하면서 입자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나, 
Ag 코팅층은 450 ℃까지도 shell 형태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산화를 막아주고 있음을 O 원자의 분포 및 해당온도의 
TG-DSC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550 ℃까지 가열되어서야 Ag dewetting 및 Cu 입자의 산화거동이 맵핑 이미지 상
으로 관찰되었으며, TG-DSC 결과를 통해 이후 급격한 산화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판단할 때 Ni 
층의 shell 유지 상태와 Ag의 dewetting 거동과는 관련이 없고, Ni 코팅층의 결정화도가 Ag의 dewetting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결정화도가 높을수록 Ag의 dewetting이 지연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격자 불일치도가 상대적
으로 낮은 결정질의 Ni 코팅층이 그 위에 형성된 Ag 코팅층의 dewetting을 지연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3 EDS mapping images of Ag/Ni-coated flakes prepared with different electroless plating b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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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무전해도금법을 이용해 Ag/Ni 코팅 Cu 플레이크를 제조하였으며, Ni 코팅층의 형성 시 도금욕의 종류를 산성 도금액, 알칼
리 도금액, 하이드라진 도금액으로 나누어 Ni 코팅층 내에 존재하는 P 원소의 함량을 각각 10%, 5%, 0%로 조절하였다. 이에 
따른 Ni 코팅층의 결정성 및 결정화 속도의 차이와 Ni 코팅층 위에 형성된 Ag 코팅층의 dewetting 거동에 대한 분석을 실시
하여, 세 종류 중 하이드라진 도금액에서 제조한 Ag/Ni 코팅 Cu 플레이크가 485.09 ℃의 가장 높은 산화 시작 온도를 나타
내었으며, 이를 통해 Ni 코팅층이 결정질에 가까울수록 Ni/Ag 간의 격자 불일치도가 줄어들어 Ag dewettting 현상이 지연됨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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