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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lucidate the effects of a pretreatment process on the uniformity of Ag electroless plating on Cu flakes,

pretreatment time was mainly considered with a mixed solution of 0.15 M ammonium hydroxide and 0.0375 M ammonium

sulphate. Optical inspection of Ag-coated Cu flakes determined that the optimal pretreatment time is 120 s. Repetition of the

sequence in which Ag plating was done immediately after the pretreatment of 120 s clearly enhanced the plating uniformit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revealed that holes were formed irregularly on some Cu flakes during the period from the as-

dropping of an Ag precursor solution to 5 min. The hole formation was judged to be due to continuous removal of Cu on

the local surfaces by the repetitive formation and elimination of Cu2O or Cu(OH)2 layers. However, the increase of the amount

of Ag coating suppressed the hole creation and increasingly enhanced the antioxidant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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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표 도전성 페이스트(paste)인 Ag 페이스트는 도전 배

선 및 패턴 형성용으로 각종 전기·전자모듈의 제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1-3) 그러나 Ag 페이스트의 높

은 가격은 전기·전자모듈의 제조 단가를 증가시켜 제

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최근 들어서는 페이스트 제

조 시 저가의 금속 필러(filler)를 Ag 플레이크(flake) 대

신 첨가시켜 유사한 도전 특성과 더불어 제품의 가격 경

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

다.4-6) Cu는 Ag 다음으로 전기전도도 및 열전도도가 우

수한 금속이다. 그러나 Cu는 Ag와는 달리 대기 중에서

도 지속적으로 서서히 산화막을 형성시키며,7-9) 가열 중

더욱 급속히 산화되는 특성이 있어10,11) 그동안 Ag를 대

체하는 필러 소재로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못했다. 이에

최근 들어서는 Ag 코팅 Cu 분말의 적용 연구가 활발

히 시작되고 있는데,7-9,11-15) 이러한 코어(core)-쉘(shell) 형

태의 입자는 까다로운 제조법에도 불구하고 Ag 코팅층

의 두께가 매우 얇으므로 가격 경쟁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필러 금속의 표면 산화는 효과적으로 막

을 수 있다는 구조적 장점을 가진다.

Ag 코팅 Cu 플레이크의 제조 공정에서 주요 공정변

수의 역할이 보고된 바 있고,12,14) 이 소재가 현재 양산,

판매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g 코팅공정을 통

해 이 분말 소재를 대량 합성하는 과정에서 중요 공정

변수가 Ag 코팅의 균일도(uniformity)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는 찾기 힘들다. 특히 Ag 코팅 공정

의 핵심 기술이 기 산화된 Cu 플레이크 표면의 산화층

을 전처리 공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거한 후 Ag를 무

전해 도금(electroless plating)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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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공정의 영향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매우 부족한 상

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Cu 산화층

의 전처리용액으로 보고되고 있는 ammonium hydroxide/

ammonium sulfate 혼합용액의 적용 방법에 따른 Ag 코

팅의 품질 변화에 대한 실험과 논의를 실시하고자 하였

다. 또한 획득된 최적 전처리 공정을 적용하여 Ag를 5~

15 wt% 수준으로 코팅한 Ag 코팅 Cu 플레이크 분말의

특성 및 품질을 보고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500 mL 부피의 비이커(beaker)에 담긴 100 mL의 증류

수에 0.15 M의 ammonium hydroxide(NH4OH, Sigma-

Aldrich, 28.0-30.0 % NH3 basis)와 0.0375 M의 ammo-

nium sulfate((NH4)2SO4, Sigma, > 99 %)를 4:1의 몰비로

각각 용해시키고, 0.088 M의 potassium sodium tartrate

(C4H4O6KNa, Oriental Chemical Industries, > 99 %) 환

원제를 투입, 용해한 후, 환원될 수 있는 최대 Ag 양

기준으로 Ag 코팅 후 Cu의 예상 wt%를 계산하여 Cu 플

레이크(Duksan Hi-Metal Co. Ltd., D50 = 4.9 µm)를 3.81~

11.43 g 투입하였다. 이후 250 rpm의 일정 속도로 용액

을 교반시키며 적절한 시간동안 Cu 플레이크를 전처리

시킨 다음 5 mL의 ammonium hydroxide에 1.05 g의

silver nitrate(AgNO3,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 99.8 %)을 용해시킨 Ag 전구체용액을 1분간 방울

상태로 연속 투입하였다. 지속적인 교반 아래 Ag의 환

원 코팅반응이 충분히 일어나도록 유지시켰으며, 모든 과

정은 상온, 상압의 대기분위기에서 실시되었다.

전처리 공정을 2회 수행할 때에는 1차 전처리 시 사

용된 전처리 용액을 모두 씻어내고 새로운 전처리 용액

을 준비한 후, 1회 전처리된 Cu 플레이크를 투입하고 일

정시간 동안 교반한 다음 Ag 코팅용액을 투입하는 방

식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코팅 반응이 모두 끝난 후에는 불순물이 최소화된 Ag

코팅 Cu 플레이크를 회수하기 위하여 Ag 코팅된 Cu 플

레이크를 일정시간 가라앉힌 후 상층액을 부어내고, 증

류수를 부어 흔들어준 다음 다시 가라앉히는 방식을 4

회 반복하였다. 이러한 분말들은 진공 챔버(chamber)에

서 약 10시간 건조하여 건조 분말 형태로 제조하였다.

Cu 플레이크 상 Ag 코팅의 균일도를 분포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 가로 10 mm, 세로 70 mm의 슬라이드 글

라스 사이에 Ag 코팅 Cu 플레이크들을 장입시킨 후 광

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GX51, Olympus) 관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Ag가 코팅된 Cu 플레이크의 표면 미

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VEGA3, Tescan) 관찰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조 Ag 코팅 Cu 플레이크의 내산화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열중량-시차주사열량계(thermo gravimetry-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TG-DSC, Q600, TA

Instruments) 분석을 수행하였다.

3. 실험 결과

Fig. 2는 ammonium hydroxide/ammonium sulphate

혼합 전처리용액 적용 시 전처리 시간에 따른 5 wt% Ag

코팅 Cu 플레이크 시료의 광학현미경 이미지를 보여준

다. 90초 전처리 시료의 경우 Cu 색깔을 내는 꽤 많은

수의 입자가 존재하는 반면 110~130초 전처리 시료의 경

우 Cu 색깔을 내는 입자의 수가 급감함을 관찰할 수 있

었다. 그리고 전처리 시간이 증가하여 150초에 이르게 되

면 Cu 색깔을 내는 입자의 수가 다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Cu 입자들마다 표면 산화막의

형성 상태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후에 이

루어지는 Ag 코팅 공정의 우수성은 코팅 성공률 또는

코팅 균일도와 같은 통계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과 특정 농도의 NH4OH/(NH4)2SO4 전처리용액 사용

시 최적의 전처리 시간이 존재한다12)는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한다. 짧은 전처리 시간에서의 낮은 코팅 균일도 결

과는 표면 산화막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Cu 입자 또

는 Cu 영역의 존재 때문으로 해석되며, 긴 전처리 시

간에서 코팅 균일도가 감소하는 것은 코팅 과정에서 일

부 Cu 입자의 표면에 Cu2O 또는 Cu(OH)2 상이 재생성

되면서 Ag 코팅을 방해하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향후 고찰 부분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Fig. 3은 전처리 및 코팅공정의 횟수 및 전처리 시간

에 따른 총 10 wt% Ag 코팅 Cu 플레이크 시료의 광학

현미경 이미지를 보여준다. 120초간의 전처리 직후 5

wt%씩의 Ag 코팅을 연속 2회 실시할 경우 시료의 광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fabrication process (scheme 1) of

Ag-coated Cu flake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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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현미경 이미지는 Fig. 3(a)와 같다. 앞서 120초간의 전

처리 직후 5 wt%의 Ag 코팅을 실시한 Fig. 2(c) 시료와

비교할 때 붉은색의 Cu 입자 표면이 관찰되는 빈도가

거의 유사하여 Ag 코팅 균일도는 거의 향상되지 않은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이 경우에서 추가된 5

wt%의 Ag는 이미 코팅된 Ag 코팅부를 더욱 두껍게 하

는데 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20초간의 전

처리 직후 5 wt%의 Ag 코팅을 실시한 다음 다시 두 번

째 전처리 직후 5 wt%의 Ag 코팅을 실시한 시료(Fig.

3b)의 경우 역시 Fig. 3(a)와 유사한 수준의 붉은색 입

자 표면이 관찰되어 코팅 균일도에 있어 눈에 띄는 향

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경우에서 두 번째 전처리 유

지시간은 실제 수초에 불과하다. 반면에 120초간의 전처

리 직후 5 wt%의 Ag 코팅을 실시한 다음 다시 120초

간의 두 번째 전처리 직후 5 wt%의 Ag 코팅을 실시한

시료(Fig. 3c)의 경우는 붉은 색깔을 내는 입자들이 거

의 관찰되지 않아 가장 우수한 코팅 균일도가 관찰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Cu 산화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충

분한 전처리 시간이 필요하다는 Fig. 2의 결과와 잘 일

치하는 실험 결과이다.

Fig. 4는 120초간 1회 전처리 된 Cu 플레이크 시료

및 Fig. 3(c)와 같이 120초간의 2회 전처리와 2회 Ag

코팅 실시 시 총 Ag 코팅량 변화에 따른 Ag 코팅 Cu

플레이크 시료의 SEM 이미지이다. Fig. 4(a)에서와 같

Fig. 2. Low-magnification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Cu flakes coated with 5 wt% Ag with different pretreatment times: (a) 90, (b)

110, (c) 120, (d) 130, (e) 150, and (f) 30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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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처리 직후에는 초기 시료와 차이가 없는 외형으로

관찰되는 Cu 플레이크 시료가 Ag 코팅 후에는 모든 시

료에서 홀(hole)들이 생성된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Ag

전구체 용액의 투입 시점부터 홀의 생성이 극적으로 발

생함을 의미한다. 홀은 Cu의 국부적 제거를 통해서만이

생성될 수 있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홀이 거의 관찰되

지 않는 결과와 Ag 전구체 용액의 투입 중 및 투입 후

에도 용액 중에서 전처리용액 성분이 잔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Cu의 국부적 제거는 궁극적으로 Ag 코팅 반

응 동안 전처리용액에 의한 Cu의 이온화 및 용해 반응

의 결과로 분석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

의는 향후 고찰 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

또한 Fig. 4(b)~4(c)의 결과를 통해 홀 생성수는 Ag

코팅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

다. Ag 코팅량이 작을수록 홀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것

은 Ag 코팅량이 작을수록 Ag로 코팅되지 않은 Cu 표

면이 많아지고, 이 부분은 용액에 노출된 상태에서 지

속적으로 Cu 이온의 형태로 소모됨을 반증하는 결과이

다. 본 실험에서는 Ag 전구체용액의 농도를 고정시키고

Cu 플레이크의 양을 변화시키며 Ag 코팅량을 조절하였

Fig. 3. Low-magnification opical microscope images of Cu flakes coated with 10 wt% Ag with respect to the number of pretreatment/

coating and pretreatment time: (a) a coating of 5 wt% Ag after a pretreatment of 120 s (scheme 1), (b) a successive coating of 5 wt%

Ag immediately after scheme 1 and a second pretreatment, and (c) a repetition of scheme 1.

Fig. 4. SEM images of (a) as-pretreated Cu flakes and (b-d) Cu flakes coated with Ag with different the total amounts of Ag coating

after the repetition of scheme 1: (b) 5, (b) 10, and (c) 15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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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15 wt%로 설계한 고 Ag 코팅 조건은 5 wt%

로 설계한 저 Ag 코팅 조건에 비하여 Ag가 코팅될 수

있는 Cu 표면적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Ag 전구체용액

을 1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현재의 코팅법에서

상기 Cu 표면적 감소 효과는 Ag 코팅에 따른 단위 시

간당 Ag 이온 소모량을 감소시키므로 Ag 이온 농도를

누적시켜 순간 Ag 이온 농도를 급속히 증가시킬 수 있

는데, 이는 Ag 원자의 불균일 핵생성(heterogeneous nu-

cleation) 구동력(driving force)을 증가시켜 보다 균일한

코팅을 구현하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

단 Ag가 코팅된 Cu 표면은 용액 중에서 안정하여 내

부 Cu의 추가적인 용해를 막아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Cu

표면적 감소에 따른 코팅 균일성 향상은 Cu 표면의 홀

생성량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Fig. 5는 15 wt% Ag 코팅을 설계하여 120초간의 2회

전처리와 2회 Ag 코팅 실시 시 2회째 도금 시간별로 채

취한 Ag 코팅 Cu 플레이크 시료의 SEM 이미지이다. 이

미지 결과로부터 관찰할 수 있듯이 도금 시간에 따른 홀

의 발생 정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Fig. 6은 Ag 도

금 반응의 주 발생시간을 점검하기 위하여 Ag 코팅량을

15 wt%로 설계한 샘플을 특정 시간마다 수거하여 5000

배의 SEM 배율에서 에너지 분산 분광기(energy dis-

persive spectroscope, EDS)로 Ag 양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면 성분을 더욱 강력하게 측정하는 EDS의

특성으로 인하여 수렴되는 Ag의 양이 약 41 wt%에 이

르는 것으로 측정되었지만, Ag 양이 검출되는 추이를 통

해 Ag 도금 반응의 주 발생시간을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었다. 즉, Fig. 6을 통해 Ag 전구체용액 장입 후

1분 이내에 총 생성 Ag 양의 88 %에 이르는 대량의 Ag

Fig. 5. SEM images of Cu flakes coated with 15 wt% with different plating times in the second coating during the repetition of scheme

1: (a) 5, (b) 10, (c) 15, and (d) 20 min.

Fig. 6. Ag contents in the Ag-coated Cu powders measured using

EDS with different plat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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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성되는 결과가 관찰되었고, 반응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생성 Ag의 양은 점차 증가하다가 약 10 분에 이르

면 대부분의 Ag가 생성되어 반응이 거의 완료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Fig. 4~6의 결과를 종합할 때 Cu 플레이크에

서 불규칙적으로 관찰되는 홀들은 Ag 전구체 용액의 투

입 후 5분 이내에 주로 발생하고, 이러한 홀들의 생성이

Ag 코팅 반응과 연관되어 있다면 Ag 전구체 용액의 투

입 중 및 투입 후 1분 이내에 홀들의 집중적인 생성이

이루어지고, 투입 후 5~10분 이후부터는 거의 생성되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Fig. 7은 TG-DSC 분석으로 평가한 Fig. 4 시료의 Ag

코팅양별 내산화 특성을 나타낸다. 10 oC/min의 승온속

도로 온도를 증가시키며 시료의 무게 증가와 열출입을

동시에 관찰한 결과 각각 특정 온도에서 무게 증가와 발

열이 동시에 관찰되어 이 부근에서 무게가 1 % 증가한

지점을 산화 시작온도로 설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

작온도는 승온속도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데, 즉, 승온속

도가 작을수록 산화 시작온도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본

시험 결과에서는 Ag 코팅양이 5, 10, 15 wt%로 증가함

에 따라 산화 시작온도가 175, 182, 201 oC로 점차 증

가하는 경향이 명확히 관찰되어 Ag 코팅층의 두께 및

균일도의 증가가 내산화성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4. 고  찰

앞서의 결과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의 Ag 코팅기구를

예측하면 다음과 같다. Cu는 상온 대기 중 노출 시 산

화되어 표면에 Cu2O 층을 생성시키는데,16-18) 이 Cu2O

층은 다공성 구조이므로 때로 기공(pore) 내 수분으로

Cu2+ 이온들이 용해되는 경우에서는 Cu(OH)2 층을 생성

시키기도 한다.18) 이러한 상들은 사용한 ammonium hy-

droxide/ammonium sulphate 혼합 전처리용액에 의해 다

음의 반응으로 제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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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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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앞서의 실험 결과들로 볼 때 (1), (2)의 반응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반응으로 파악되며, 동일한 전처리 조

건에서 상대적으로 두꺼운 Cu2O 또는 Cu(OH)2 층은 완

전히 제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Ag 전구체

용액에서의 [Ag(NH3)2]NO3 형태의 착물(complex)19,20)로

존재하던 Ag 이온들의 일부는 Cu 플레이크를 함유하는

전처리용액에 투입되면서 산화층 및 수산화층이 제거된 상

태의 Cu 표면과 다음의 갈바닉 치환(galvanic displace-

ment)반응21,22)을 통해 Cu 표면에 매우 얇게 코팅된다.

Cu + 2[Ag(NH3)2NO3] = [Cu(NH3)4](NO3)2 + 2Ag (3)

전처리용액의 투입 후 일부 Ag 이온들은 persulfate와

ammonia의 작용으로 Ag2O 상으로 전이23-25)된 후 po-

Fig. 7. TG-DSC results of Ag-coated Cu flakes with different total

amounts of Ag coating: (a) 5, (b) 10, and (c) 15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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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sium sodium tartrate 이온 및 hydroxide 이온들과의

다음 반응을 통해 Cu 표면에 기 코팅된 Ag 부에 Ag로

환원되며 Ag 코팅층의 두께를 증가시키게 된다.

3Ag2O + C4H4O6
2− + 2OH− = 6Ag + 2C2O4

2− + 3H2O (4)

그러나 이와 같은 큰 반응의 흐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부반응 역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3)의 반응은 산화층 및 수산화층이 제거된 직후의 Cu

표면 근처에 [Ag(NH3)2]NO3 착물이 존재할 경우에만 일

어날 수 있으나, 본 실험에서와 같이 Ag 전구체용액을

서서히 장입하는 상태에서는 Cu 표면 근처에 hydroxide

이온이 존재할 확률이 더욱 높을 것이다. 이 경우 알칼

리 용액에 노출된 Cu 표면은 이 hydroxide 이온과 결

합하여 다음의 반응을 통해 Cu2O 또는 Cu(OH)2 층을

형성시킬 수 있다.18,26,27) 

2Cu + 2OH− = Cu2O + H2O + 2e− (5)

Cu + 2OH− = Cu(OH)2 + 2e− (6)

이와 같은 반응으로 재생성된 Cu2O 또는 Cu(OH)2 층

과 기존에 잔존하던 Cu2O 또는 Cu(OH)2 층은 Ag 이온

들과의 갈바닉 치환반응을 방해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

한 생성물이 존재하는 Cu 플레이크 표면은 Ag로 코팅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Ag 전구체 용액의 투입 후

에도 Cu 플레이크가 담겨져 있는 용액 내에는 전처리

용액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재형성된 Cu2O 또는 Cu(OH)2

층은 또다시 제거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리

고 Cu2O 또는 Cu(OH)2 층이 제거된 상태가 되면 이 부

분은 다시 Ag로 코팅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따

라서 도금 시간이 지속될수록, 즉, Ag로 코팅될 수 있

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일수록 Ag로 코팅되

는 Cu 플레이크의 면적이 증가할 것이나, 이러한 증가

현상도 용액 중 Ag 이온의 농도가 특정 수준 이하로 감

소하게 되면 멈추게 될 것이며, 결국 첨가되는 Ag 전

구체 용액의 상대 농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Ag로 코팅

되지 않은 Cu 부분도 잔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u 플레이크에 형성되는 홀들도 이러한 반응기구에 기

인된 결과로 파악된다. 즉, Ag 전구체 용액 투입 직후

의 도금반응 시작 시점에서부터 일부 Cu의 국부 표면에

서는 Cu2O 또는 Cu(OH)2 층의 재생성과 제거가 반복적

으로 이루어지면서 Cu가 지속적으로 제거되는 효과가 일

어나므로 결과적으로 홀의 생성이 발생하게 된다. 비교

적 짧은 도금 시간을 고려할 때 홀 생성반응의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이는 Ag 전구체

용액 투입 직후 대부분의 Cu 표면이 Ag로 코팅되기 시

작하면 Cu2O 또는 Cu(OH)2 층으로 전이될 수 있는 Cu

노출 면적이 급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한 Cu의 제

거속도는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5 wt%

Ag 코팅으로 설계된 Fig. 5 시료의 관찰 결과에서 5분

이상의 도금 시간에서부터는 홀의 발생빈도 증가 및 개

별 홀당 부피 증가 형상이 거의 인지되지 않았는데, 이

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홀 부분에도 Ag 코팅이 일어났

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량의

Ag 이온들이 도금 반응 초기에 소모되고 홀 부분은 나

중에야 Ag로 코팅되는 반응기구를 고려할 때 홀 부분의

Ag 코팅 두께는 상대적으로 얇을 수 밖에 없는 바, 홀

부분들은 Ag 코팅 Cu 플레이크에서 향후 산화가 가장 빨

리 일어나는 부분으로 고려될 수 있다.

5. 결  론

0.15 M의 ammonium hydroxide와 0.0375 M의 ammo-

nium sulphate 혼합 전처리용액 사용 시 전처리 시간은

이후 수행할 Ag 코팅의 균일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120초간의 전처리 시간이 최적 조건으로 관찰되었다. 이

보다 짧은 전처리 시간에서는 표면 산화막이 완전히 제

거되지 못한 Cu 입자 또는 Cu 영역의 존재가, 이보다

긴 전처리 시간에서는 이후 코팅 과정에서 Cu 입자의

일부 표면에 Cu2O 또는 Cu(OH)2 상이 재생성되어 이후

의 Ag 코팅을 방해하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120초간의 전처리 직후 Ag 코팅을 실시하고, 잔류 용액

을 새 용액으로 교체한 다음 이를 반복 수행한 시료의

경우 확연히 향상된 Ag 코팅 균일도를 나타내었다. 무

전해 Ag 도금 실시 직후부터 약 5분간 일부 Cu 플레

이크에서 불규칙한 형태 및 분포의 홀이 생성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일부 Cu의 국부 표면에서 Cu2O 또

는 Cu(OH)2 층의 재생성과 제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

면서 Cu가 지속적으로 제거되는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Ag 코팅량의 증가는 이러한 홀의 생성

을 억제시키고 Ag 코팅층의 두께를 두껍게 하여 보다

향상된 내산화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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