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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 성 잉크는 잉크젯 린   기타 인쇄공정으로 

기  소재에 패턴 인쇄되어 가열 소결공정으로 도  필

름을 형성하는 소재로 도  배선, 극  안테나 패턴 

형성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1-2). 잉크젯 린   기타 

인쇄공정은 미세 패턴이 아니라면 포토 리소그래피

(photo lithography) 공정의 사용 없이 패턴 구 이 

가능하여 공정의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므로 주로 나노 

입자들이 함유된 고가의 잉크 가격을 상쇄시킬 수 있

다. 아울러 유연(flexible) 기 자 모듈의 화가 

격히 진행되면서 이 에 합한 roll-to-roll 제조 공

정의 용이 시도되면서 도 성 잉크의 사용은 향후 더

욱 늘어날 것으로 기 된다3-6).

  재까지 도 성 잉크의 연구 방향은 온 소결  

가격화의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 바 있다7-9). 

온 소결은 내열성이 낮은 가 고분자 기   소재

의 용이 가능하게끔 100 ℃ 반 이하의 온도에서 

소결성을 구 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상온에서의 마이크

로웨이   소결 기술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10-12). 도 성 잉크의 가격화 연구는 Ag에 버 가는 

기  특성을 가지나 렴한 소재 가격의 장 과 낮은 

내산화성 단 을 가지는 Cu 기반으로 진행된 바 있는

데, 여기서도 가장 성공 인 결과로는 상온에서의 소결 

기술을 들 수 있다13). 즉, 기  가열 소결공정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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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입자의 산화를 억제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상온 소결 기술은 Cu 나노입자의 산화를 억제시키며 

극도로 빠른 소결공정을 구 한다14).

  그러나 소결 기술은 실 으로 특수한 래쉬(flash) 

발생 장치가 포함된 고가의 장비 사용이 필요하며, 공정

에 매우 민한 결과가 도출되는 특성으로 인해 품질의 

재 성 확보가 어려운 단 이 있다15). 이에 FR4와 같

은 내열성 복합소재에 용하는 용도로 기존 가열 방식

의 장비를 사용하면서도 소결시간을 크게 여 생산성

을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는 틈새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인 리 로우(reflow) 

오 을 사용한 5분가량의 공정시간동안 소결이 가능한 

복합(complex) 잉크를 제안하고 공정에 따른 생성 도  

필름의 기 도도  미세조직 변화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즉, Ag 나노입자들이 함유된 기존 Ag 잉크 소재

에 138 ℃의 융 을 가지는 Sn-58 wt.% Bi 솔더 나

노입자를 첨가한 후 이 솔더 나노입자의 리 로우 솔더

링에 의한 액상 소결기구로 도  필름을 형성시키고 그 

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Ag 잉크(DGP 40LT-15C, metal 

content: 30.6 wt%, average particle size: 60 nm, 

ANP Co., Ltd.)는 Ag 나노 입자들이 분산된 형태의 

잉크를, 나노 스 일의 솔더링을 구 하기 한 Sn-58Bi 

잉크(metal content: 50.3 wt%, Able Metal Co., 

Ltd.)는 아 알콜(amyl alcohol) 용매에 Sn-58 wt.% 

Bi 합  조성의 나노 입자들이 분산된 잉크를 각각 사

용하 다. 두 종류의 잉크가 섞인 복합(composite) 잉

크는 특정한 양의 럭스(Indalloy Flux #1, Indium 

Corporation)에 Ag 잉크와 Sn-58Bi 잉크를 연속으

로 투입한 후 호모게나이 (homogenizer, PRO 200, 

PRO Scientific Inc.)를 사용하여 2분간 균일 혼합하

다. 복합 잉크는 Ag 잉크와 Sn-58Bi 잉크의 무게비

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제조되었다.

  박막 형성을 한 제조 잉크의 코 은 스핀 코터(spin 

coater, Spin-1200D, Midas System Co., Ltd.)를 

사용하여 Si 웨이퍼 에서 실시하 다. 코  과정은 세 

가지의 스텝으로 연속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스텝은 각각 500 rpm  1000 rpm에서 5 간 진행

하 고, 세 번째 스텝은 2000 rpm에서 30 간 진행하

다. 순수 Ag 잉크의 열소결  리 로우 솔더링에 의

한 복합 잉크의 액상 소결은 컨베이어 타입의 리 로우 

오 을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이때 용된 온도 로

일(profile)은 Fig. 1과 같았는데, 그 피크(peak) 온

도는 174 ℃ 으며, 승온  냉각을 포함한 총 공정시

간은 약 5분이었다. 

  소결 박막의 기  특성을 평가하기 해 source-

meter(2400, Keithley Instruments Inc.)와 연결된 

4-point probe를 사용하여 박막의 면 항을 측정하

다. 사용한 잉크들 내 입자들의 크기  형태 찰과 

소결 박막의 표면  단면 형상과 미세조직을 찰을 

해 계 방출 주사 자 미경(field emission-scan-

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6700, JEOL) 

찰을 실시하 다. 연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

직의 왜곡을 방지하기 해 박막의 단면은 시편을 물리

으로 단시킨 후 찰하 다. 

3. 실험 고찰

  Fig. 2는 나노 스 일의 솔더링을 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Sn-58Bi 잉크 내 Sn-58Bi 입자를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이다. 각 입자들은 다소 불규칙한 

형상의 구형들이었고 40 nm의 평균 크기를 나타냈지만, 

편차가 매우 큰 입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본 잉크  

나노입자는 특정 용매 내에서 벌크(bulk) 합 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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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mperature profile used for sintering or nano- 
soldering by re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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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image of Sn-58Bi nanoparticles fabricated 
using direct current 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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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하여 아크를 발생시키며 순간 으로 극 표

면을 기화  용융시킨 후 용매에 의해 냉각, 응고시키는 

consumable-electrode direct current arc(CDCA)법

으로 제조하 는데16,17), 본 Sn-58Bi 입자의 제조에서

는 아 알콜(amyl alcohol) 용매를 사용하 고, 아크

를 주기 으로 생성시키는 연속 공정을 용하 다.

  Fig. 3은 순수 Ag 잉크만을 스핀 코 한 후 Fig. 1

의 온도 로 일을 용하여 소결한 필름의 표면  

단면 미세조직이다. 간혹 막  형상의 입자들이 찰되

기는 하나 평균 크기 60 nm 수 의 기 다면체 Ag 

입자들이 충분히 소결되지 않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찰되었다. 즉, Fig. 3(b)의 단면 조직상으로는 순수 

Ag 입자들간의 소결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필름 형상

이 구 된 것을 확연히 찰할 수 있었으나, Fig. 3(a)

의 표면 조직에서는 소결에 의한 입자들간의 agglom-

eration  neck의 형성이 거의 찰되지 않았다. 이

와 같은 단면과 표면 조직간의 큰 차이는 력 효과로 

인해 수직으로의 입자간 이 원활한 조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Ag 필름의 표면 면 항 값은 

1.24 Ω/□이었다.

  Fig. 4는 0.003 g의 럭스를 첨가한 상황에서 Fig. 

1의 온도 로 일을 용하여 리 로우 소결 시 Sn- 

58Bi의 첨가량에 따른 형성 필름의 표면 면 항 값 변

화이다. 이 경우 단지 2 wt.% Sn-58Bi 첨가 상황에서

도 순수 Ag 잉크만을 사용한 경우보다 월등히 낮은 

0.44 Ω/□의 면 항 값이 얻어졌으며, Sn-58Bi의 첨가

량을 12 wt.%까지 증가시키는 동안 그 면 항은 지속

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면 항 값은 0.18 Ω/□

까지 감소하 다. 그러나 12 wt.% 이후 20 wt.%까

지 Sn-58Bi를 증가시킬 경우는 면 항 값이 지속 으

로 상승하는 결과가 찰되었다. 결과 으로 20 wt.%

까지 Sn-58Bi를 첨가시킨 모든 경우에서 순수 Ag 잉

크 비 유의차를 가지는 비 항 값의 감소가 확인되어 

Sn-58Bi의 사용으로 유도하고자 했던 나노 솔더링 효

과와 이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가 상되었다.

  Fig. 5는 0.003 g의 럭스를 첨가한 상황에서 Sn- 

58Bi의 첨가량에 따른 형성 필름의 표면  단면 미세

조직을 보여 다. 2 wt.%의 Sn-58Bi가 첨가된 필름

에서부터 20 wt.%의 Sn-58Bi가 첨가된 필름까지 모

든 미세조직에서 순수 Ag 필름이었던 Fig. 3과는 달리 Ag 

입자들이 용융된 Sn-58Bi 입자들에 의해 응집(coarse- 

ning)되면서 평균 으로 월등히 큰 결정립들로 성장하

는 한편 그 결정립들간의 연결성도 확연히 개선된 결과

가 찰되었다. 즉, 표면 이미지의 경우 성장한 입자들

끼리 결정립계를 형성하며 촘촘히 배치된 조직이었고, 

단면 이미지의 경우도 용융체 흔 에 의해 매끈한 외형의 

표면  면이 찰되었다. 따라서 첨가된 Sn-58Bi 입

자들이 용융되며 액상 소결의 기구로 Ag 나노입자들을 

응집시키는 과정을 통해 조  입자들 간의 이 공극

이 최 한 배제된 상태로 이루어지고, 단  면 당 

합 계면의 수도 감소한 최종 찰 조직은 순수 Ag 필름

에 비해 우수한 기 도도를 나타낼 것으로 상할 수 

있었다.

  한편 성장 입자들 사이사이에는 불규칙 인 분포로 

미세한 입자들이 잔존하 는데, 이들은 그 크기로 볼 

때 Sn-58Bi 입자들로 분석된다. 이러한 입자들의 양은 

200 nm200 nm

200 nm200 nm

(b)

(a)

Fig. 3 SEM image showing (a) surface and (b) cross- 
section morphologies of a Ag film sintered with 
the temperature profile of Fig. 1

1.50

1.25

1.00

0.75

0.50

0.25

0.00
Pure Ag 2 4 6 8 10 12 14 16 18 20

Sh
ee

t r
es

is
ta

nc
e(
Ω

/□
)

Added amount of Sn-58Bi(wt.%)

Fig. 4 Sheet resistances of Ag-based films sintered with 
different amounts of Sn-58Bi using the temper-
ature profile of Fig. 1 when 0.003 g flux was added



최 우 림․이 종  

136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6, No. 2, 2018

10

Sn-58Bi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더욱 많이 잔존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는데, 럭스의 첨가에도 불구하고 궁극

으로 Sn-58Bi 입자 표면의 완 히 산화막이 제거되

지 않아 온도 로 일 용 시 입자 내부는 용융되었

지만 궁극 으로 Ag 나노입자에 wetting되며 Ag 나노

입자들의 응집에 참여하지 못한 입자로 분석되었다. 따

라서 Sn-58Bi를 12 wt.%까지 첨가하는 경우에서는 

Sn-58Bi 용융량이 증가하며 유도하고자 했던 액상 소

200 nm200 nm

(a) (b)

(c) (d)

200 nm200 nm

200 nm200 nm 200 nm200 nm

200 nm200 nm

(e) (f)

(g) (h)

200 nm200 nm

200 nm200 nm

200 nm200 nm

Fig. 5  SEM image showing (a, c, e, g) surface and (b, d, f, h) cross-section morphologies of Ag-based films made with 
different amounts of Sn-58Bi when 0.003 g flux was added: (a, b) 2, (c, d) 12, (e, f) 16, and (g, h) 2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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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 의한 Ag 입자들의 응집  성이 최 가 되며 

면 항 값이 지속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

면 12 wt.%를 과하는 양으로 Sn-58Bi 양을 증가시

키며 첨가하는 경우에서는 응집 결정립들 사이에 분포

하는 미반응 Sn-58Bi 입자들이 양이 증가하면서 응집 

결정립들 사이의 성이 차 감소하며 면 항 값이 

차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Sn-58Bi 입자들

이 잔존하는 부분에서는 단  면  당 합 계면의 수

가 늘어나면서 미세 공극들이 다량 생성되므로 응집 입

자들 간의  항이 크게 증가하거나 기  도 

특성을 잃게 되므로 기  연결 길목(path)에 병목

상(bottleneck phenomenon)이 발생하며 기 도도

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첨가되는 럭스 양의 향을 알아보기 해 럭스 

첨가량을 증가시킨 상태에서 Fig. 4  면 항 값이 가

장 우수한 Sn-58Bi 첨가량 구간이었던 10~14 wt.%

를 심으로 동일한 실험을 실시해 보았다. Fig. 6은 

0.006 g의 럭스를 첨가한 상황에서 Fig. 1의 온도 

로 일을 용하여 리 로우 소결 시 Sn-58Bi의 첨

가량에 따른 형성 필름의 면 항 값 변화이다. 이 경우

도 역시 Sn-58Bi 첨가 시 순수 Ag 잉크만을 사용한 

경우보다는 확연히 낮은 면 항 값이 찰되었는데, 세

부 으로도 10 wt.%로부터 14 wt.%까지는 Sn-58Bi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면 항이 차 감소하여 

0.56 Ω/□의 최소값이 측정되었으며, 14 wt.% 이후

로는 Sn-58Bi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면 항이  

증가하는 유사한 경향이 찰되었다. 그러나 0.006 g 

럭스 첨가 조건은 0.003 g 첨가 조건에 비해 체

으로 면 항의 감소 정도가 크지 않았다.

  Fig. 7은 0.006 g의 럭스를 첨가한 상황에서 Sn- 

58Bi의 첨가량에 따른 형성 필름의 표면  단면 미세

조직을 보여 다. 이러한 럭스량 첨가 조건에서의 미

세조직들은 Fig. 5의 표면  단면 조직에 비해 용융에 

의한 매끄러운 조직의 형성 정도가 덜하면서 체 으

로 생성 조  입자들의 외형이 뚜렷이 찰되어 조  

입자들간의 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찰되었는데, 

이는 0.003 g 첨가 조건에 비해 액상 소결이 상 으

로 잘 구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0.006 g의 

럭스를 첨가한 경우에서 찰된 미세조직들은 제조 

필름의 상 으로 높은 면 항 값 결과들과 잘 일치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세조직 찰만으로는 최 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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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 nm200 nm

200 nm200 nm 200 nm200 nm 200 nm2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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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M image showing (a, c, e) surface and (b, d, f) cross-section morphologies of Ag-based films made with different 
amounts of Sn-58Bi when 0.006 g flux was added: (a, b) 10, (c, d) 14, and (e, f) 18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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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ure profile of Fig. 1 when 0.006 g flux was added



최 우 림․이 종  

138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6, No. 2, 2018

12

상의 럭스를 첨가한 경우에서 발생한 액상 소결성의 

감소 원인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이 

간 으로 그 원인을 분석해볼 수 있다. Fig. 5와 7

의 동일한 Sn-58Bi 첨가량 조건 필름간의 표면  단

면 미세조직 찰 상으로는 Fig. 7의 필름들에서 보다 

많은 미세 Sn-58Bi 입자들이 찰되는 등 럭스가 

더 많이 첨가되었는데도 미세 Sn-58Bi 나노입자들의 

용융 후 결합 상은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평가되었는

데, 이는 럭스 내 진(resin)과 같은 성분이 입자들 

사이에 개제되면서 용융 입자들 간의 결합을 방해한 것

으로 분석된다. 마이크로 입자들을 사용한 솔더링 시 

입자들 사이에 럭스 성분이 개제되더라도 입자 크기

에 비해 매우 얇은 입자간 간격은 입자 표면의 산화막

이 제거되고 용융되는 순간 쉽게 극복되면서 서로 

하여 결합하면서 합쳐진다. 반면 본 연구와 같은 나노

입자들을 사용하는 솔더링 시 입자들 사이에 럭스 성

분이 개재되었을 때 입자간 간격은 입자 크기에 비해 

많이 두꺼운 상황이며, 나노입자의 미약한 질량은 높은 

도의 럭스를 통과하여 입자들 간의 할 확률을 

크게 감소시키면서 결합하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본 

시스템과 같이 용융되지 않는 Ag 나노입자들이 지배

으로 분포하는 상황에서는 류에 의한 Sn-58Bi 나노

입자들의 움직임이 정체되고, 따라서 가속을 받을 수 없

으므로 럭스를 통과하여 입자들 간의 할 확률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궁극 으로 나노 부피의 Sn-58Bi 

입자들끼리 잘 결합되지 않으면 개별 Sn-58Bi 입자가 

Ag 입자에 wetting된다고 하더라도 용융 Sn-58Bi가 

조  입자들 사이에 연속 으로 존재하며 구 되는 액

상 소결과는 다르게 조  입자들 간의 성이 떨어지

며 필름의 비 항 값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와 같이 솔더 나노입자의 리 로우 솔더

링 시 과도한 럭스의 첨가는 솔더 나노입자의 용융 후 

결합 거동에 오히려 악 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4. 결    론

  평균 직경 60 nm의 나노입자를 함유하는 기존 Ag 

잉크에 평균 직경 40 nm의 Sn-58Bi 나노입자를 첨가

한 복합 잉크를 제조하여 스핀 코 법으로 코 층을 형

성하고 리 로우(reflow) 오 을 사용하는 5분가량의 

일반 인 리 로우 공정으로 액상 소결기구에 의한 도

 필름을 형성시켜 필름의 기 도도  미세조직 변

화를 찰하 다. 주요 공정변수는 럭스  Sn-58Bi 

나노입자의 첨가량이었다. 174 ℃의 피크 온도를 가지

는 리 로우 로 일 용 후 순수 Ag 필름의 면 항 

값은 1.24 Ω/□이었지만, 0.003 g의 럭스와 Sn- 

58Bi를 첨가한 경우 월등히 낮은 역에서의 면 항 

값이 측정되었으며, 12 wt.% Sn-58Bi 첨가 시 그 면

항 값은 0.18 Ω/□까지 감소하 다. 입자들 간의 소

결성이 미미했던 순수 Ag 필름과는 달리 이러한 복합 

잉크 필름의 미세조직에서는 Ag 입자들이 용융된 Sn- 

58Bi에 의해 응집되면서 월등히 큰 결정립들로 성장하

고, 그 결정립들 간의 연결성도 확연히 개선됨이 찰

되었다. 12 wt.%를 과하여 Sn-58Bi를 첨가하는 경

우는 응집 입자들 사이에 분포하는 미반응 Sn-58Bi 

입자들이 양이 증가하면서 응집 결정립들 사이의 

성이 차 감소하며 면 항 값이 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럭스 양을 0.006 g으로 증가시킨 경우에

서 Sn-58Bi 첨가 시 순수 Ag 필름보다는 낮은 면 항 값

이지만 0.003 g 럭스 첨가 조건보다는 비 항 값들

이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럭스 내 진과 같은 성

분이 입자들 사이에 개제되면서 용융 입자들 간의 결합

이 방해된 원인으로 해석된다. 즉, 솔더 나노입자의 리

로우 솔더링 시 과도한 럭스의 첨가는 솔더 나노입

자의 용융 후 결합 거동에 악 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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