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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achieve the fabrication of high-quality Ag-coated Cu particles through a wet chemical process, we reported

herein pretreatment conditions using an ammonium-based mixed solvent for the removal of a Cu2O layer on Cu particles that

were oxidized in air for 1 hr at 200 oC or for 3 days at room temperature. Furthermore, we discussed the results of post-Ag

plating with respect to removal level of the oxide layer. X-ray diffraction results revealed that the removal rate of the oxide

layer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concentration of the pretreatment solvent. With the results of Auger electron spectroscopy

using oxidized Cu plates, the concentrations required to completely remove 50-nm-thick and 2-nm-thick oxides within 5 min

were determined to be X2.5 and X0.13. However, the optimal concentrations in an actual Ag plating process using Cu powder

increased to X0.4 and X0.5, respectively, because the oxidation in powder may be accelerated and the complete removal of

oxide should be tuned to the thickest oxide layer among all the particles. Back-scattered electron images showed the formation

of pure fine Ag particles instead of a uniform and smooth Ag coating in the Ag plating performed after incomplete removal

of the oxide layer, indicating that the remaining oxide layer obstructs heterogeneous nucleation and plating by reduced Ag atoms.

Key words Ag-coated Cu, oxide removal, surface pretreatment, ammonium-based solvent, Auger electron spectroscopy (AES).

1. 서  론

도전 페이스트(paste)의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에 사용되던 순수 Ag 필러(filler) 소재를 대신하여 Ag 코

팅 Cu 필러 소재를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11) 즉, 이는 Cu는 Ag 다음으로 전

기전도도 및 열전도도가 우수한 금속이면서 가격 경쟁

력이 월등히 우수하므로 필러 입자 소재의 코어(core) 금

속으로 사용하고, 이 Cu 입자 표면을 Ag로 코팅하여 Cu

와 달리 우수한 내산화성을 가지는 필러를 제조하여 사

용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Ag 코팅 Cu 필러 소재를 적용한 도전 페이스트의 특

성과 경쟁력은 다음 두 종류의 선행보고를 통해 확인된

다. Cu 등은 열 개시제(thermal initiator)를 함유하는 비

닐에스테르 레진(vinyl ester resin) 기반 도전 페이스트

의 제조에서 필러 소재로 기존 순수 Ag 분말에 Ag 코

팅 Cu 분말을 13~23 %까지 섞어 사용함으로써 순수 Ag

분말만을 사용한 경우와 유사한 전기전도도를 얻을 수

있었다.11) 즉, 이 경우에서는 Ag 코팅 Cu 분말의 사용

양만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Eom 등은

도전성 페이스트의 필러 소재로서 솔더 분말과 Cu 분

말을 혼합하여 사용한 하이브리드 페이스트의 우수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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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을 보고하였는데,12) 이 페이스트에서 순수 Cu 분말

대신 Ag 코팅 Cu 분말을 사용한 경우 보다 우수한 전

기전도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Ag 코팅 Cu 필러만

을 사용한 도전 페이스트의 경화 후 전기전도도는 순수

Ag 필러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1 order, 즉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8,10) Ag 코팅층의 dewetting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200 oC 미만의 온도에서 경화를

실시하였고, 질소 분위기 중 경화 시에는 순수 Ag 필

러를 사용한 경우의 전기전도도에 버금가는 특성이 획

득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불완전한 Ag 코팅으로 인

해 경화 중 Cu 코어 입자가 산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10) 따라서 Ag 코팅 Cu 분말을 필러로 사용한 도

전 페이스트에서 Ag 코팅 Cu 필러의 품질, 즉 Ag 코

팅층의 완전한 피복 특성은 향후 페이스트의 도전 특성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인자가 된다.

그리고 Ag 코팅층의 제조가 습식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Cu 입자 표면의 산화층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정은 이후 환원반응으로 도금되는 Ag 코팅층

의 품질, 즉 피복 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으

로 고려되고 있다.9) 또한 Cu 입자가 담겨있는 전처리 용

액에 Ag 도금액을 투입하는 일반적인 코팅법에서는 전

처리 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Ag의 도금동안 Cu 입자

들에 홀(hall)이 생성되는 거동이 더욱 심하게 관찰되므

로 전처리 용액의 농도는 최대한 진하지 않게 적정한 농

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9) 따라서 Ag 코팅 Cu

필러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Cu 입자 표면의 산화층

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정의 최적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후속 Ag 도금의 품질 향상이 요청된다.

Ag 코팅 Cu 입자의 제조 공정에서 몇몇 주요 공정변

수의 영향이 보고된 바 있고,4,6) 이 소재가 현재 국내외

에서 양산, 판매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Cu 입

자 표면을 Ag로 도금시키기 전에 Cu 입자 표면의 산

화층을 안정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연구결과 및 전처리

공정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는 매우 부족한 상황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u 입자 표면 산화층의 제

거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처리용액

인 ammonium hydroxide/ammonium sulfate 혼합용액의

농도 변화에 따른 Cu 입자상에서의 산화층 제거 특성

변화와 이에 따른 후속 Ag 도금의 품질 변화에 대한 실

험과 논의를 실시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2.1 동분말의 전처리

동분말(> 99.6 %, mean particle size: 2 µm, JoinM)

입자 표면의 산화층을 제거하기 위하여 100 ml의 증류수

에 ammonium hydroxide(NH4OH, 28-30 % NH3 basis,

Sigma-Aldrich)를 혼합한 제 1용액과, 또다른 100 ml의

증류수에 ammonium sulfate[(NH4)2SO4, 99 %, Sigma-

Aldrich]를 용해시킨 제 2용액을 각각 준비한 후 두 용

액을 혼합한 암모늄 기반 전처리용액을 사용하였다. 제

1용액과 제 2용액은 다양한 농도로 제조되어 사용되었

고, 이후 이 혼합 용액에 1 g의 표면 산화된 동분말을 장

입하여 특정 시간동안 교반시킨 후 장입된 동분말을 회

수하였다. 100 ml의 증류수에 0.788 ml의 NH4OH를 혼합

한 제 1용액과 100 ml의 증류수에 2.6428 g의 (NH4)2SO4

를 용해시킨 제 2용액을 제조하여 이들을 혼합한 다음

산화된 동분말 1 g을 이 혼합 용액에 장입, 교반하여 전

처리를 실시하였을 경우 이 NH4OH와 (NH4)2SO4의 첨

가량은 농도 X1이라 명명하였고, 동일 증류수 양에

NH4OH와 (NH4)2SO4를 각각 2배 및 3배 용해시킨 경우

는 농도 X2 및 X3로 언급하였다.

분말 회수를 위해 교반을 중지시킨 후 1분 이상 분말

을 가라앉혀준 다음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상층액 제거

후 메탄올을 다시 장입하여 7000 rpm의 속도에서 원심

분리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용액 중 불순물을 충분

히 제거한 다음 최종적으로 미량의 메탄올이 함유된 분

말 슬러리를 진공 챔버에서 상온 건조하여 전처리된 분

말을 제조하였다.

전처리 조건에 따른 분말의 상분석은 X선 회절분석기

(X-ray diffractometer, XRD, X'pert PRO-MPD, PANalytical)

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건조된 전처리 분말은 질소 팩

킹하여 보관하다 XRD 측정 직전에 짧은 시간동안만 대

기 중에 노출시켰다.

2.2 동판의 전처리

Auger 전자분광법(Auger electron spectroscopy, AES)

을 통한 산화층의 두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동판을 사

용한 산화 실험과 전처리를 통한 산화층 제거 실험을 실

시하였는데, 사용된 동판(> 3N)의 크기는 10 × 10 mm였

다. 전처리를 위해서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된 다

양한 농도의 암모늄 기반 혼합 전처리용액에 동판을 5

분간 담구었으며, 이후 꺼내어 메탄올 내에서 초음파 처

리로 세척하고 진공 건조하여 전처리된 동판 시편을 준

비하였다.

전처리된 동판은 Auger 전자분광법(Auger electron

spectroscopy, AES, PHI 700Xi, Physical Electronics,

Inc.)을 사용하여 표면으로부터 깊이에 따른 원소량 분포

변화를 측정하였다. 전처리 동판은 질소 팩킹하여 보관

하다 AES 측정 직전에 짧은 시간동안만 대기 중에 노

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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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분말의 은도금

제조된 200 ml의 전처리용액에 1 g의 동분말을 장입한

후 5분간 교반하며 전처리한 다음 화학도금을 위한 환

원제로 0.4 g의 potassium sodium tartrate(C4H4KNaO6,

99 %, Oriental Chemical Industries)를 추가로 용해시킨

혼합용액을 제조하였다. 이후 5 ml ammonium hydroxide

에 0.175 g silver nitrate(AgNO3, 99.8 %, Mw: 169.87,

Daejung Chemical & Metals Co., Ltd.)을 용해시킨 도

금용액을 상기 동분말 함유 혼합용액에 1분에 걸쳐 방

울방울 장입한 다음 충분히 반응이 일어나게끔 20분간

유지시켜주었다. 이러한 silver nitrate 장입량은 용해된

Ag 이온들이 100 % 환원될 경우 이론적으로 회수되는

Cu와 Ag의 총 분말 무게 대비 15 %에 해당되는 양이

었다. 상기 혼합용액은 도금용액의 장입 시점에서부터 반

응 완료시까지 자기교반자로 지속적으로 교반시켜 균일

한 도금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반응 완료 후에는 교반을

멈추고 용액 중에 부유중인 분말을 1분 이상 가라앉혀

준 뒤 7000 rpm에서 원심분리를 실시하였다. 이후 상부

용액 제거 후 메탄올을 채워 원심분리하는 과정을 3회

반복 실시한 뒤 최종적으로 상부 용액을 제거하고, 진

공 챔버에서 분말 슬러리의 상온 건조를 실시하였다.

건조된 Ag 코팅 Cu 분말의 표면 미세구조는 주사전

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VEGA3,

Tescan)으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동분말 및 동판의 전처리

Fig. 1(a)는 200 oC의 대기 중에서 1시간동안 강제 산

화된 동분말을 농도 X1의 전처리용액으로 전처리 시 전

처리 시간에 따른 XRD 결과이다. 전처리 시간의 변화

에도 불구하고 Cu2O 상 피크(peak)의 세기(intensity) 변

화는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전처리 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 Cu 상 피크의 세기는 확연히 증가하였다. XRD

측정이 시료의 표면 부위 위주로 진행됨을 고려할 때 이

와 같은 결과는 전처리 시간의 증가에 따라 Cu2O 표면

산화층이 평균적으로 점차 얇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전처리 시간 변화에 따른 Cu 상 주(main) 피크의

세기 대비 Cu2O 상 주 피크 세기 비의 변화값은 Fig.

1(b)와 같았다. Cu2O 상 주 피크의 상대적인 세기, 즉

표면 산화층의 평균적인 두께는 5분간의 전처리 시간까

지 점차 감소하다가 이후 추가 전처리 시간동안에는 다

Fig. 1. (a) XRD patterns and (b) intensity ratios of Cu2O main peak to Cu main peak in the Cu powders pretreated for different times

with the solution of X1 concentration after oxidation in air at 200
o
C for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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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증가하다 포화되는 거동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ammonium hydroxide/ammonium sulfate 혼합 전

처리용액의 Cu2O 표면 산화층 제거 능력을 보여주는 한

편 최적의 전처리 시간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NH4OH와 (NH4)2SO4 혼합 전처리용액이 Cu2O 산화층

을 제거하는 반응은 다음의 반응식으로 해석된다.

2NH4OH + (NH4)2SO4→ 4NH3+ 2H2O + H2SO4 (1)

Cu2O + 4NH3+ H2SO4→ [Cu(NH3)2]2SO4 + H2O (2)

즉, NH4OH와 (NH4)2SO4 혼합으로 인해 암모니아와

황산이 생성되고, 이 암모니아와 황산은 Cu2O 산화층과

반응하여 수용성의 [Cu(NH3)2]2SO4 염을 형성시키므로 전

처리용액의 색상은 푸른빛으로 변화하게 된다. 상기 두

반응을 합치면 아래와 같은 반응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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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 oC의 대기 중에서 1시간동안 강제 산화시킨 동판

을 X1의 전처리용액으로 5분간 전처리한 경우의 AES

결과는 Fig. 2와 같다. Fig. 2의 실선은 강제 산화된 시

편의 Cu 및 O의 농도변화 결과이고, 점선은 전처리 후

Cu 및 O의 농도변화이다. 전처리 전 약 50 nm에 이르

던 산화층(대부분이 Cu2O 상임)의 두께가 전처리 후에

는 약 20 nm까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5분 동

안의 산화층 평균 제거속도는 약 6 nm/min에 이르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X1 혼합 전처리용액

의 산화층 제거 효과를 다시 한번 증빙하는 한편, 약 16

nm 두께의 산화층이 여전히 잔존하는 문제점도 제시하

였다. 당 시편은 대기 중 노출이 극도로 억제되어 자연

발생 산화층(native oxide layer)의 생성 및 성장이 최소

화되었음을 예상할 때 그 잔존 산화층의 대부분은 X1

전처리용액에 의한 불충분한 산화층 제거 결과에 기인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동분말 표면의 산화층을 보다 완벽히 제거하기 위

해 전처리용액의 농도를 더욱 증가시킨 후 동일한 전처

리 작업을 실시해 보았다. Fig. 3은 200 oC의 대기 중에

서 1시간동안 강제 산화된 동분말을 5분간 전처리 시 전

처리용액의 농도에 따른 전처리 후 분말의 XRD 결과

이다. 앞서 설명되었듯이 강제 산화 후 확연히 관찰되

었던 Cu2O 상 피크가 X1 전처리용액으로 전처리 시 그

세기가 다소 줄어드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고, 이후

전처리용액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Cu2O 상 피크의 세기

는 더욱 줄어들어 결국 농도 X2.5의 전처리용액으로 전

Fig. 2. AES elemental depth profiles of Cu plates before and after

the pretreatment of 5 min with the pretreatment solution of X1

concentration after oxidation in air at 200 oC for 1 h.

Fig. 3. XRD patterns in the Cu powders pretreated for 5 min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the pretreatment solution after oxidation

in air at 200 oC for 1 h.



Ag 도금 Cu 입자의 제조에서 암모늄 기반 혼합 용매를 사용한 Cu 입자의 전처리 조건과 이의 영향 113

처리 시 Cu2O 상은 거의 관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즉, 동일 시간(5분)의 전처리 조건에서 전처리용액

의 농도가 진할수록 전처리 효과는 우수하였으며, X2.5

의 전처리용액 사용 시 Cu2O 상은 관찰되지 않고 순수

한 Cu 상만이 관찰되어 이 농도의 전처리 조건에서 산

화층 제거 전처리가 거의 완전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X2.5의 전처리용액으로 앞

서의 산화 동판을 동일하게 전처리한 Fig. 4의 AES 분

석 결과를 통해서도 재확인되었다. 즉, 초기 50 nm에 이

르던 산화층은 X2.5의 전처리용액으로 전처리 시 수 nm

두께 수준으로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층

역시도 산소 오염원 및 대기 중 노출에 따라 생성된 자

연발생 산화층으로 판단되는 바 X2.5 전처리용액 사용

시 5분간의 산화층 제거속도는 약 10 nm/min에 근접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전처리 후 산화층의

두께가 매우 얇아진 경우에서는 5 nm/min의 AES 에칭

속도 조건으로는 효과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0.5 nm/min의 저속 에칭모드에서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Fig. 5는 농도 X2.5의 전처리용액으로 5분간 전처리하여

산화층을 제거한 후 대기 중에서 1일 또는 3일간 노출

시킨 시편을 0.5 nm/min의 에칭속도로 AES 분석한 결

과를 보여준다. 그 결과 각각 약 1 nm 및 2 nm 두께의

산화층이 존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

해 Fig. 4에서의 전처리 후 실제 산화층 두께는 1 nm 미

만이고, 그 잔존 산화층은 궁극적으로 자연발생 산화층

일 확률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X1 농도의 전처리용액 사용 시 5

분간의 전처리 동안 약 30 nm의 산화층을 제거할 수 있

고, 그 농도를 2.5배 올린 X2.5 전처리용액을 5분간 사

용할 경우 약 50 nm 두께의 산화층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일반적인 Cu

분말의 제조 공정 및 준비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약

3 nm 두께 미만 수준의 Cu 산화층을 5 분간의 전처리

로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용액의 최적 농도는 언급된 X1

보다 훨씬 묽은 수준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를 검증하기 위해 상온의 대기 중에서 3일간 자연 산

화시킨 동판에 생성된 약 2 nm 두께의 산화층을 X0.13

농도의 전처리용액을 사용하여 5분간의 전처리를 실시한

시편의 AES 측정 결과는 Fig. 6과 같다. 그 결과 앞서

와 마찬가지로 1 nm 미만 두께 수준의 산화층이 검출되

어 농도 X0.13의 묽은 전처리용액은 수 나노미터 수준

의 얇은 Cu 산화층의 제거에 적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동분말의 은도금

본 은도금 공정에서 용해된 silver nitrate로부터 제공

Fig. 4. AES elemental depth profiles of Cu plates before and after

the pretreatment of 5 min with the pretreatment solution of X2.5 con-

centration after oxidation in air at 200 oC for 1 h.

Fig. 5. AES elemental depth profiles of Cu plates oxidized for 1

or 3 days at room temperature after removal of the oxidation layer.

Fig. 6. AES elemental depth profiles of Cu plates after the

pretreatment of 5 min with the pretreatment solution of X0.13 con-

centration after oxidation in air at room temperature for 3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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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Ag 이온들은 착화제(complexing agent) 또는 킬레

이팅제(chelating agent)로 첨가한 ammonium hydroxide

로부터 제공되는 암모니아와 결합하여 [Ag(NH3)2]
+ 형태

의 복합체(complex)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데,13,14) 이 복합체는 이후 전자를 받아 환원되면서 Ag

원자로 전이되게 된다. 이 경우 Ag+ 이온의 산화환원 포

텐샬(redox potential) 값(+0.799 V)은 [Ag(NH3)2]
+의 복

합체가 형성됨에 따라 +0.38 V로 감소하여 안정화되므로

이후 반응에서 환원되는 Ag 원자들은 불균일핵생성의 형

태로 생성되는, 즉 Cu 입자 표면을 코팅시키면서 생성

될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15) 200 oC의 대기 중에서 1시

간동안 강제 산화시킨 동분말을 전처리용액을 사용하여

5분간 전처리 시 전처리용액의 농도에 따른 전처리 후

Cu 분말의 SEM 이미지와 Ag 도금을 실시한 Cu 분말

의 후방산란전자(back-scattered electron, BSE) 이미지는

Fig. 7과 같다. X1 및 X4 농도의 전처리용액을 사용한

경우 전처리 직후 Cu 입자들의 이미지는 각각 Fig. 7(a)

및 7(b)와 같았는데, 전처리용액의 농도가 낮았던 Fig.

7(a) 시료의 경우 그 표면이 상대적으로 거친 상태를 나

타내었다. 한편 X1 농도의 전처리용액을 사용한 후 은

도금을 실시한 입자의 이미지는 Fig. 7(c)와 같았는데, 은

도금이 일부 진행되었으나 그 표면이 상대적으로 매우

거칠었고, 미세 입자 형태의 Ag가 Cu 입자 표면에 불

규칙적으로 존재하거나 Cu 입자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존

재하여 은도금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Fig. 2 결과에서 관

찰되었던 약 20 nm 두께 수준의 잔존 산화층이 Cu 입

자 표면에 존재할 때 환원된 Ag 원자들이 Cu 표면을

균일하게 코팅하지 않고 입자 형태로 균일핵생성된 후

입자 성장 단계에서 Cu 입자 표면에 안착하는 거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단, 각 입자마다 은도금의 정도

나 상태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관찰되는 바 실제 각

입자에서의 산화층 잔존 정도는 큰 편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컨대 Fig. 7(a)에서는 거친 표면은 Cu 산

화층의 불완전한 제거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잔존 산화층은 궁극적으로 이후의 Ag 도금을 방

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X4 농도로 전처리한 후

은도금을 진행한 입자의 BSE 이미지[Fig. 7(d)]를 보면

앞서와 같은 Ag 미세 입자들이 거의 관찰되지 않은 상

태에서 Cu 입자들의 표면이 전이되어 원하는 형태로 은

코팅이 이루어졌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후 은코팅의 검

증은 당 분말의 에너지 분산형 X-선 검출 분광기(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분석으로부터 Ag

원소의 검출 결과(Fig. 8)로 보다 명확히 제시될 수 있

었다. 따라서 전처리를 통해 산화층이 거의 제거된 Cu

입자에서는 입자 표면에 은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코

팅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9는 상온의 대기 중에서 3일간 노출되어 자연 산

Fig. 7. SEM images of Cu powders as-pretreated with concentrations of (a) X1 and (b) X4 and BSE images of Ag-coated Cu powders

after the pretreatment with concentrations of (c) X1 and (d) X4. Initial Cu powders were compulsorily oxidized in air at 200
o
C for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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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동분말을 은도금할 경우 전처리 여부에 따른 도금

결과이다. 전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도금을 실시한

경우(Fig. 9(a)) Cu 입자의 표면에 얇은 Cu2O 층이 존재

하여 은도금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BSE 이미지가 관

찰되었고, 일부 Cu 입자 표면에 다양한 크기의 미세 Ag

입자들이 붙어있는 상태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약

2 nm의 두께로 예상되는 얇은 산화층이 존재하는 경우

에서도 의도하였던 은코팅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검증할

수 있었고, 전처리된 Cu 입자와는 달리 자연 산화로 모

든 Cu 입자에서 얇고 균일하게 산화층이 존재하는 상

태여서 결과적으로 모든 Cu 입자에서 은코팅 결과를 관

찰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얇은 산화층을 제거하기 위

해 각각 다른 농도의 전처리용액을 사용한 전처리 공정

후 은도금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X0.13 농도

의 전처리용액을 사용한 경우(Fig. 9(b))는 BSE 이미지

상으로 은도금이 된 일부 Cu 입자들을 관찰할 수 있었

고, 미세 Ag 입자들의 크기와 개수가 평균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보다 많은 양의 Ag 원자들이 도금층 형성에

소모되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수행한 전처리 공정이 산화막 제거에 효과가 있

었음을 보여주나, 모든 Cu 입자에서 산화막의 제거가 완

전히 진행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전처리용액의 농도를

X0.3 수준으로 증가시킨 경우의 은도금 결과는 Fig. 9(c)

와 같다. 매우 미세한 Ag 입자들이 코팅된 Cu 입자들

이 일부 관찰되었으나, 궁극적으로 모든 Cu 입자들이 Ag

로 코팅되어 있어 보다 효과적인 전처리 공정으로 더욱

균일한 은도금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

막으로 X0.5의 농도로 전처리를 실시한 경우(Fig. 9(d))

에서는 미세 Ag 입자들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BSE

이미지상으로 모든 Cu 입자들이 Ag로 코팅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어 가장 우수한 품질의 Ag 코팅 Cu 입자가

제조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Ag 화

학도금액의 장입 직전 Cu 입자 표면에서의 산화층 잔

존 여부가 향후 Ag 도금층의 품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

Fig. 9. BSE images of Cu powders coated with Ag (a) without pretreatment or after the pretreatment with concentrations of (b) X0.13,

(b) X0.3, and (d) X0.5. The Cu powders were oxidized in air at room temperature for 3 days.

Fig. 8. EDS result of the powder observed in Fig. 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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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즉, 전처리용액의 농도가 X0.13

으로부터 X0.5로 증가함에 따라 Cu 입자 표면에서의 산

화층 제거가 확실해지고, 이에 따라 환원된 Ag 원자들

은 자체적으로 미세 입자를 형성하기 보다는 불균일핵

생성 과정을 통해 Cu 입자 표면에서의 코팅층 형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X0.13 농도의 전처리

용액을 사용한 5분간의 전처리 공정으로 동판 표면에 형

성된 약 2 nm의 산화층을 제거할 수 있었던 Fig. 6 결

과와는 달리 분말을 사용한 Fig. 9에서는 X0.5 농도 수

준의 전처리용액 사용 조건에서 대부분의 Cu 입자 산

화층들을 제거할 수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동판에 비해 동분말에서의 산화가 다소 빠른 속도로 진

행될 수 있고, 각 입자마다의 산화 정도도 차이가 나 산

화층이 가장 두꺼운 입자 기준으로 전처리 작업이 요구

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4. 결  론

200 oC의 대기 중에서 1시간동안 강제 산화시킨 동분

말과 상온의 대기 중에서 3일간 자연 산화시킨 동분말

을 준비하여 Cu2O 산화층 생성 정도에 따른 전처리 조

건을 제시하였으며, 산화층 제거 정도에 따른 후속 화

학 은도금 공정의 결과를 논의하였다. 강제 산화시킨 동

분말의 경우 X1 농도의 혼합 전처리용액 사용 시 5분

간의 전처리 시간동안 기 형성된 산화층의 두께가 지속

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동일한 조건으로 강제 산화시킨 동판의 AES 분석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강제 산화로 약 50 nm

에 이르던 산화층 두께는 동일한 전처리 후에 약 20 nm

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XRD 분석을 통

해 50 nm 두께의 산화층을 동일한 전처리 시간에 완전

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처리용액의 농도를 증가시켜

야 함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5분간의 전처리 공정

을 통해 50 nm 두께의 산화층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서는 전처리용액의 농도를 X2.5까지 증가시켜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인 Cu 분말에서 존재 가능한 2

nm 두께 수준의 Cu 산화층은 X0.13 농도의 전처리용

액을 사용한 5분간의 전처리 공정으로 제거 가능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화층을 제거하는 전처리 직

후 화학 은코팅을 실시하는 실제 제조공정에서 전처리

용액의 최적 농도는 강제 산화 Cu 분말의 경우 X4, 자

연 산화 Cu 분말의 경우 X0.5 수준으로 증가되는 현상

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동판에 비해 동분말에서

의 산화가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고, 각 입자

마다의 산화 정도가 차이가 나 산화층이 가장 두꺼운 입

자 기준으로 전처리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분석되

었다. 산화층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전처리 공정 후

은코팅을 실시한 경우 환원된 Ag 원자들이 균일한 코

팅층을 형성하는데 소모되기 보다는 미세 Ag 입자를 형

성하는데 소모되어 원하는 균일한 Ag 도금을 구현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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