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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ubstrate surface roughness and sintering temperature on the adhesion strength of Ag-based thick
film conductors formed on AlN substrates with excellent thermal conductivity was studied. The adhesion strength of the
thick-film conductor manufactured using an AlN substrate having a surface roughness (Ra) of 0.5 was higher than that of a
thick-film conductor manufactured using a substrate having a surface roughness greater or smaller than this. In the case of
a substrate with a surface roughness of less than 0.5, the contact area between the Ag thick film conductor and the substrate
was relatively smaller than that of a substrate with a surface roughness of 0.5, resulting in a lower adhesive strength. On
the other hand, when a substrate having a surface roughness of more than 0.5 was used, it was found that the conductor
film was not completely adhered to the substrate, an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adhesive strength was small.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surface smoothness of the Ag-based thick film conductor film obtained by sintering at 850

o
C

was the best compared to the smoothness of the conductor film obtained by sintering at different sintering temperatures,
an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adhesive strength of the conductor film was the hig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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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N 기판의 표면조도 및 소결온도가 Ag 후막도체의 접착강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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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열전도성이 우수한 AlN 기판에 형성되는 Ag계 후막도체의 접착강도에 미치는 기판 표면조도 및 소결 온도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표면조도(R
a
)가 0.5인 AlN 기판을 사용하여 제조한 후막도체의 접착강도가 이보다 표면조도가 크거나

또는 작은 기판을 사용하여 제조한 후막도체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면조도가 0.5보다 작은 기판의 경우 Ag 후막도

체와 기판 사이의 접촉면적이 표면조도가 0.5인 기판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접착강도가 작게 나타났다. 한편, 표면조도가

0.5보다 큰 기판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체막이 기판에 완전히 접착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접착강도가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850
o

C에서 소결하여 얻어진 Ag계 후막도체 막의 표면 평활도가 다른 소결 온도에서

소결하여 얻어진 도체막의 평활도에 비해 가장 우수하였고, 이로 인해 도체막의 접착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

었다.

1. 서 론

최근 중계기 등의 이동통신 기기에 많이 사용되는 고

주파 부품인 감쇠기(attenuator) 등이 크기가 작은 칩 형

태의 부품이 요구되면서 이동통신용 고주파 저항 부품제

조에 있어 후막기법(thick film technology)이 널리 이용

되고 있다[1-3]. 이러한 후막기법은 제조공정이 간편하고

생산 속도가 빠르며 비교적 저렴한 설비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마스크의 패턴 형태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막을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오래전부터 혼성집적회로

(HIC, hybrid integrated circuit)와 적층세라믹커패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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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CC, multi layer ceramic capacitor) 등의 칩부품 제

조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4-7].

후막기법은 일반적으로 인쇄성이 있는 페이스트(paste)

형태의 도체, 저항체, 유전체 등의 물질을 Al2O3나 AlN 등

과 같은 세라믹 기판이나 BaTiO3, LTCC(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s) 등과 같은 전자세라믹 소재 위에 스크

린 인쇄기(screen printer)를 이용하여 인쇄하여 막을 형

성한 후 벨트로(belt furnace) 등에서 소성하여 다양한

막을 제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후막기법에서 사

용되는 장비는 다양한 공정변수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스크린 인쇄기와 유기물 결합재(organic vehicle)의

연소와 구성물질의 소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벨트로 등이

주로 사용된다. 이때 소결은 특수한 성분 소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기 분위기에서 행하여진다[8,9].

고출력 초고주파 저항인 감쇠기 등은 열이 많은 발생

하는데 이 열은 고주파 저항부품 뿐 아니라 모듈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사용 중 발생하는 열을 효과

적으로 방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에는

고주파 저항 부품을 Al2O3 기판보다 고열전도성 기판으

로 알려진 AlN 기판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있다. 이때

기판을 통해 열을 잘 발산하기 위해서는 도체막과 기판

의 접착이 잘 이루어 져야 한다. 도체 페이스트는 은

(Ag) 등의 금속분말과 저융점의 프릿트 등의 고체 분말

의 물질을 유기 vehicle에 혼합하여 제조한다. 도체 페이

스트는 세라믹 기판에 인쇄하여 소성하는 과정에서 유리

상의 프릿트가 먼저 녹아 기판에 금속막을 접착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프릿트의 융착 상태에 따라 막의 접

착강도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10]. 특별히 후막 기법

은 일정한 온도로 유지된 벨트로를 이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소성이 일어나므로 프릿트의 유동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판의 표면상태가 융착에 중요한 변

수가 된다. 또한 소결후 도체막의 상태 역시 저항 및 접

착강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N 기판의 표면조도와 소결온

도가 Ag 도체막의 접착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표면조도가 다른 기판에 Ag 도체막을 인쇄한 후

벨트로와 고온 머플로에서 소결온도를 달리하여 막을 제

조한 후 도체막의 접착강도를 측정하므로써 최적의 AlN

기판의 표면조도와 소결온도를 밝히는데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AlN 기판 선정

Ag 후막도체막의 AlN 기판에 대한 접착강도에 미치

는 AlN 기판의 표면조도와 소결온도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제조회사인 중국 W사에서 제시한 표면조도(Ra)가

각각 0.3, 0.5, 0.7인 3종류의 기판을 선택하여 실험하였

다. 이들 기판 표면의 미세구조를 전계방출주사전자현미

경(FE-SEM)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표면조도 값을 확인

하기 위해 표면조도측정기(JP/SV-524, Mitutoyo사, 일본)

로 기판의 표면조도(Ra)값을 측정하였다.

2.2. 도체 페이스트

실험에 사용한 도체 페이스트는 독일 H사 제품으로

도전성 금속이 은(Ag)인 도체 페이스트를 사용하였다.

페이스트에 포함된 조성을 확인하기 위해 에너지분광형

분산분석법(EDS)을 이용하여 성분을 분석하였고, 시차

주사열량계(DSC)와 열중량분석기(TGA)를 이용하여 페

이스트의 열적 거동을 확인하였다.

2.3. 인쇄 및 소결

AlN 기판에 스크린 프린터를 이용하여 Ag 도체막을

인쇄한 후, 인쇄막의 평활도 유지를 위해 대기중에서 10

분간 유지하였다. 그 후 이 시편을 최고온도가 800~900
o
C

Fig. 1. View of specimen before (a) and after (b) adhe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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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지된 벨트로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시간이

30분 걸리는 속도로 소결하였다. 이때 시편은 최고온도

구간을 10분에 통과하도록 자동 설정하여 소결하였다.

한편, 소결 온도까지의 승온속도가 도체막의 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머플로에서도 소결하여 시편

을 제조하였다. 이 경우 10
o
C/min의 승온속도로 상온에

서 600
o
C까지 올린 후 10분간 유지하여 유기물질을 완

전연소한 후 동일한 승온속도로 소결 온도까지 승온하였

고 최고온도에서 10분간 소결한 후 로냉하였다.

2.4. 물성측정

벨트로에서 소결하여 얻은 도체 막의 표면과 단면을

FE-SEM으로 관찰하였고, Tensile Strength Tester(DFM-

100)를 이용하여 접착강도를 측정하였다. 접착강도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였다. 먼저 도체막 위에

solder 크림을 바른 후, 핀(pin)을 도체막의 중앙에 올려

서 납땜 (soldering)을 한 후(Fig. 1(a)) 인장강도 시험기에

연결하여 접착강도를 측정한다. 이때 측정 단위는 kgf로

설정하였다. 측정 후 시편의 모습을 Fig. 1(b)에 나타내

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AlN 기판의 분석결과

Figure 2는 실험에 사용한 표면조도가 다른 3종류의

기판 표면을 FE-SEM으로 관찰한 미세구조 사진이다.

표면조도(Ra)가 0.3인 기판의 경우 표면이 많이 연마되

어 요철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보다

표면조도가 큰 기판에서는 표면조도가 클수록 요철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Fig. 3은 표면조도를 확인하기

위해 표면조도를 표면조도측정기로 직접 측정한 결과이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사에서 제시한 기판의

표면조도 값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왔으며 표면조도가

0.7인 기판의 경우 표면조도가 작은 경우보다 표면에 좁

고 깊은 요철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 도체 페이스트의 분석결과

Table 1은 실험에 사용한 Ag 페이스트의 EDS로 분석

한 조성분석의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체페

이스트의 금속 성분은 Ag이며 프릿트의 주성분은 CoO,

Fig. 2. The surface morphology of AlN substrates. (a) R
a
= 0.3, (b) R

a
= 0.5, (c) R

a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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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O, Al2O3, TiO2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유리 형성물질

로 널리 사용되는 SiO2가 검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B2O3가 유리 형성물질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PbO가 없는 무연계프릿트(Lead free glass frit)를 사용

한 페이스트임을 알 수 있었다.

Figure 4는 페이스트의 열분석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vehicle 물질인 유기물질은 400
o
C 이하에서

모두 연소가 일어났으며 DSC 그래프의 형상으로 관측한

결과 유리상인 프릿트의 전이온도는 500
o
C 근방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프릿트의 용융 온도는

약 700
o
C 정도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3.3. AlN 기판 표면조도에 따른 접착강도 실험 결과

Figure 5는 3종류의 기판의 표면조도가 다른 AlN 기

판에 Ag 도체막을 인쇄한 후 벨트로에서 소결한 시편의

접착강도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면조도

(Ra)가 0.5인 기판을 이용하여 85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의

접착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00
o
C 이상의 다른

모든 온도에서 소결한 경우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기판의 표면

조도가 작은 경우(Ra = 0.3)는 도체막과 기판의 접촉면적

이 작아 접착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한편, 기판의 표면

조도가 큰 경우(Ra = 0.7)에는 기판에 대한 유리상의 접

촉 면적이 커서 접착강도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벨트로에서 소결할 경우에는 승온속도가 빠르므로 프릿

트가 용융되어 낮은 점도의 상태인 액상의 유리상이 기

판의 틈새 깊은 곳까지 충분히 스며들지 못할 것으로 생

각되며 이로 인해 기판이 미세한 틈에 유리상이 완전히

접촉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Fig. 3. Surface roughness of AlN substrates. (a) R
a
= 0.3, (b) R

a
= 0.5, (c) R

a
= 0.7.

 Table 1
 Compositions of Ag paste by EDS analysis

Element Weight% Atomic%

O K 1.58 9.20

Mg K 0.36 1.36

Al K 1.10 3.78

Ti K 1.53 2.97

Co K 0.44 0.69

Ag L 95.00 82.00

Totals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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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상과 기판의 접촉면적이 표면조도가 0.5인 경우보다

작을 수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반면, Fig. 6은 Fig. 5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시편을

머플로에서 소결한 경우의 기판의 표면조도에 따른 접착

강도의 결과이다. 앞의 Fig. 4와 다르게 기판조도가 클

수록 접착강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머

플로의 경우 승온속도가 느려 유리상이 충분히 용융되어

기판의 깊은 곳까지 도달하여 접촉면적이 커져서 나타나

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Figure 7에 표면조도가 다른 기

판에 인쇄한 후 850
o
C에서 소결한 도체막과 기판 사이

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미세구조를 나타내었

다. Ra가 0.3인 경우(a)와 0.5인 경우(b) 도체막이 기판

에 완전히 융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Ra가

0.7인 기판을 사용한 경우(c) 도체막의 기판에 대한 밀착

도가 원형 선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

이 있음을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접

착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후막도체는 벨트로에서 소결하

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판의 조도 Ra가 0.7 이상으로

높거나 0.3 이하로 낮은 것 보다는 0.5 정도의 기판이

Fig. 4. DSC/TGA curves of Ag paste.

Fig. 5. The influence of surface roughness on the adhesion
strength of the thick film Ag sintered in a belt furnace.

Fig. 6. The influence of surface roughness on the adhesion
strength of the thick film Ag sintered in a muffle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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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막과 기판의 융착이 양호하여 도체막의 접착강도가

우수하므로 고주파 부품의 제조에 있어 기판의 표면조도

관리는 Ra 값으로 0.5 정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Fig. 8에 모식적으로 나타내었다.

표면조도가 작은 경우는 도체막과 기판 사이의 접촉면적

이 작고 표면조도가 0.7 이상으로 큰 경우는 소결 속도

가 빨라 유리상이 충분히 스며들지 못해서 기판과 막 사

이에 void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기판과 막 사이의

접촉면적이 적어 표면조도가 0.5인 경우보다 접착강도가

적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적절한 소결온도의 설정을 위해 각기 다른 표면조도의

기판에 인쇄한 도체막의 벨트로와 머플로에서 각각 소결

온도에 따른 접착강도의 결과를 Fig. 9와 10에 나타내

었다. Figur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벨트로의 경우는

85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의 경우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

으며 Fig. 10의 머플로에서 소결한 시편의 경우는 오히

려 900
o
C에서 소결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1은 Ra가 0.5인 AlN 기판에 도체 페이스트를

인쇄한 후 벨트로를 이용하여 800~900
o
C 사이에서 소결

한 시편의 표면과 단면을 FE-SEM으로 관찰하여 얻은

Fig. 7. Cross sectional view of sintered film on substrate of various surface roughness. (a) R
a
= 0.3, (b) R

a
= 0.5, (c) R

a
= 0.7.

Fig. 8. Schematic diagram of sintered film on substrate of various surface roughness. (a) R
a
= 0.3, (b) R

a
= 0.5, (c) R

a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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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구조 사진이다. 소결온도에 증가에 따라 막의 치밀

도는 증가하였으나, 875
o
C에서는 비록 850

o
C의 경우보

다 치밀도는 약간 증가했지만, 결정도는 다소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875
o
C 이상에서는 액상으로 된 프

릿트상이 Ag 막의 표면을 덮어 Ag가 프릿트상에 부분

Fig. 9. The influence of sintering temperature on the adhesion
strength of the thick film Ag sintered in a belt furnace.

Fig. 10. The influence of sinteriang temperature on the adhe-
sion strength of the thick film Ag sintered in a muffle furnace.

Fig. 11. Surface morphology of Ag conductor film sintered at various sintering temperature: (a) 800
o

C, (b) 850
o

C, (c) 875
o

C, (d) 900
o

C.

적으로 녹은 후 다시 재결정화 된 모습이라고 생각되며

900
o
C에서 소결한 시편에서 이러한 현상은 뚜렷하게 나

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리드선이 Ag 막에 충

분히 솔더링이 되지 못해 접착강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머플로에서 소결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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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온도가 900
o
C인 경우에도 접착강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났는데 이는 프릿트가 잘 융착되어 표면에 결정도가

떨어져 생기는 강도 저하보다 접착면적이 커짐에 따른

접착강도의 증가가 더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AlN 기판의 표면조도를 달리하여 Ag 도체막을 인쇄

한 후 벨트로에서 소결온도를 달리하여 도체 막을 제조

한 후 막의 접착강도에 미치는 기판의 표면조도와 소결

온도의 영향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AlN 기판의 표면조도(Ra)가 0.5인 기판을 사용하여

제조한 후막도체의 접착강도가 Ra가 0.5보다 크거나 작

은 기판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

다. 표면조도(Ra)가 0.5보다 작은 기판의 경우 Ag 후막

도체와 기판 사이의 접촉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접착강

도가 작게 나타났으며 표면조도가 0.5보다 큰 기판을 사

용한 경우에는 기판과 도체막 사이에 융착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서 이로 인해서 접착강도가 적게 나타났다.

2) 소결온도를 850
o
C로 하여 얻어진 도체 막의 표면

평활도가 다른 소결온도에서 소결하여 얻어진 도체막의

평활도와 비교하면 가장 우수하였고 이 때문에 도체막의

접착강도가 9.5 kgf로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3) 본 실험에서는 이동통신용 고주파 저항부품의 제조

에서는 표면조도(Ra)가 0.5인 AlN 기판을 사용하고, 도

체 소결온도를 850
o
C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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