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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nodispersed polystyrene spheres were prepared by emulsion polymerization in aqueous alcohol system. They

coated with silver by reduction of silver ion percolated on the surface of them. The spherical hollow type silver has been

prepared by dissolving polystyrene with toluene. Epoxy resin compositions with spherical hollow type silver were

manufactured, which were composed of a bisphenol F type epoxy resin (RE-304S), amine type hardener (Kayahard AA),

and 1-benzyl 2-methyl imidazole (1B2MI) as catalyst. The electrical conductivity with silver content ratio were

investigated after cure, the percolation threshold weight ratio for conductance in this epoxy resin system was obtained

above the 70 wt% of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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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평판디스플레이, 유기박막트랜지스터. 태양전

지 및 반도체 패키징 등 미세한 패턴 정밀도가 요구되

는 전자기기들의 제조에 있어서 기존의 포토리소그라

피 공정의 고비용, 저효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

판에 직접 인쇄가 가능한 다양한 패터닝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쇄전자공정에서 배선

재료로 은을 이용한 전도성 수지 조성물이 많이 사용

되고 있으며 각종 전자기기에 대한 제조공정 적용연구

가 활발히 수행 되고 있다[1-3]. 또한 기존의 솔더링 기

술을 대체할 접합방식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 도전성 접착제의 핵심원료로 은을 포함한 다양

한 형태의 전도성 입자가 연구되고 있다[4]. 그러나 이

러한 전도성 입자의 경우, 대부분 조성물의 에폭시 수

지와 같은 기저 수지에 비해 밀도가 높아 분산이 어렵

고, 침전에 의한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속이 비어 밀도가 기존의 은 입자에

비해 낮은 특성을 가진 중공형 구형 은 입자를 제조하

여, 분산이 용이하고 균일한 조성물의 제조가 가능한

전도성 에폭시 수지 조성물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중공

형 은 입자를 제조하기 위한 내부 Core 소재로서

PS(Poly Styrene) 구를 사용하였으며, 에멀젼 중합 방

식을 사용하여 입자의 크기와 모양을 조절하였다. PS

를 사용한 이유는 PS가 가장 일반적인 고분자 재료중

의 하나로서 경제적이며, Toluene과 같은 일반 용매에

잘 용해될 수 있어 중공형 제조에 적합한 물질으로 평

가되어 선정하였다. PS구에 은을 효과적으로 코팅하기

위하여 ethylene dichloride 용매를 이용하여 PS 구의

표면을 부식시켜 1차로 은이온의 침투를 활성화 시켰

다. 중공형 은 입자 제조를 위해 내부 Core로 사용된

PS구를 톨루엔을 사용하여 용해시켰다. 이렇게 제작된

중공성 구형 은입자와 에폭시 수지를 혼합하여 전도성

에폭시 수지조성물 제조하여 은 함량에 따른 수지조성

물의 전도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중공형 구형 은입자를 이용하면, 향후 미†E-mail : whgun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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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도선 및 도전막 등에 활용되는 전도성 조성물 제조

에 있어 분산성 및 보존 안정성의 향상이 기대되며, 이

를 통한 전도성 조성물의 안정적인 품질향상과 전도성

등의 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2. 실 험

2.1. 중공형 은입자의 제조

2.1.1. 구형PS 제조방법

속이 빈 중공형 은입자 제조를 위해 우선 styrene

(Aldrich, ACS grade)을 단량체로 하고 유화중합을 이

용하여 평균 직경이 450 nm인 PS구를 제조하였다. PS

구의 제조 방법으로 유화제로 sodium lauryl sulfate

(Aldrich, 순도 97%) 0.11 g와, 개시제로 potassium

persulfate(Aldrich, 순도 97%) 0.1 g을 ethanol과 물의 비

율이 5 : 2(vol.%)인 aqueous ethanol 70ml에 정제된

styrene 단량체 4.5 ml와 함께 교반기에 넣고 중합하였

다. 질소 분위기 하에 70oC에서 8시간동안 1차 반응시

킨 후, 균일한 입도를 가진 PS 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1차 반응된 용액에 ethanol로 희석한 styrene을 넣고 8

시간 동안 2차 반응을 행하였다. 

Fig. 1에서 (a) 는 이렇게 제조한 PS구의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사진에서 보듯이 매우 균일한 크기의 구형

입자임을 알 수 있다. Fig. 1의 (b)는 입도분석기

(Zetasizer Nano ZS, Malvern Co., UK)를 이용하여 제

조된 PS구의 입도분포를 3번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평균입도 450 nm의 매우 좁은 범위의 균일한 분포

를 갖는 입자임을 알 수 있다. 

2.1.2 중공형 구형 은입자의 제조

은 표면의 두께와 표면적은 성장 과정 동안 HCHO

의 양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이 코팅 방법을 사용하

여, PS 구에 은을 코팅하였다. 앞의 방법으로 제조된

평균직경 450 nm의 PS구를 anhydrous ethanol(Aldrich,

ACS grade) 10 ml에 분산시킨 후, ethylene dichloride

(Aldrich, ACS grade)와 ethanol의 혼합용액 30 ml을

부가하여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다. 이 과정 동안

PS구가 ethylene chloride에 의해 표면 층이 부식되고

Ag+ 이온이 침투된다. Ethanol로 세척하고 Ag+ 이온을

환원시키기 위해 5 ml의 2% NaH2PO2(Aldrich, ACS

grade)를 넣고 1시간동안 반응시킨다. 최적의 환원 조

건을 만들기 위하여 암모니아 용액으로 PH 10을 맞춘

다. 은 입자 성장을 위해 10% HCHO용액을 한방울씩

떨어뜨리면서 구의 두께를 단단히 한다. 마지막으로

PS-Ag 복합체의 PS를 제거하기 위해서 12시간동안 톨

루엔 용매에 담구어 PS를 용해시켜 중공형 구형 은입

자를 제조한다. 

2.2. 전도성 에폭시 수지 조성물의 제조

2.1.1. 에폭시 수지 조성물의 제조와 측정

Table 1 에 정리한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 및 촉매 등

을 사용하여 에폭시 수지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의 당량비는 1 : 1로 하였고, 촉매의 양은

1.5 phr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Thinky Mixer (AR-

250, Thinky Co., Japan)를 이용하여 앞에서 제조한 중

공형 구형 은 입자를 에폭시 수지 중에 분산하여 시편

몰드에 넣고 압력을 1000kg/cm3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경화온도 120oC에서 1시간, 150oC에서 1시간, 마지막으

로180oC 에서 1시간 후경화 하여 시편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시편의 전도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저항 측정기

Fig. 1. (a) A SEM image and (b)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synthesized PS.

Table 1. Chemical used in the epoxy resin composition

Component Grade Name Chemical Structure

Epoxy resin RE-304S(Nippon kayaku Co.)

Hardener Kayahard AA (Nippon kayaku Co.)

catalyst 1B2 MI (Hokko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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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STA-GP, Mitsubish Chem. Anal. Co., Japan)를

이용하여 시편의 전도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합성된 중공형 은입자

Fig. 2는 중공성 은 입자의 제조 단계별 형상을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측정한 사진이다. Fig. 2의 (a)는

ethanol과 물의 혼합용매를 사용하여 1차 중합 후

ethanol에 styrene을 희석시킨 용액으로 2차 중합시켜

제조한 PS구의 성상이다. 매우 균일한 입도크기를 갖

는 구형의 PS를 보여주고 있다. 순수 alcohol에 styrene

을 희석하면 비극성의 styrene단량체를 극성의 ethanol

용매가 둘러싸서 비극성의 styrene구 형태를 안정화 하

고 균일한 입도 분포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6].

(b)는 이렇게 제조된PS구에 Ag를 효과적으로 코팅

하기 위하여 ethylene chloride를 사용하여 표면을 부식

시키고 여기에 Ag+ 이온을 함침 시킨 상태의 표면을

보여주고 있다. (c)는 (b)와 같은 상태의 구를 50,000배

로 확대한 사진이다. (d)는 NaH2PO2환원제를 사용하

여 표면의 Ag+ 이온을 Ag로 환원하고 Core의 PS를

Toluene으로 녹인 중공형 구형 은 입자의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3.2. 전도성 에폭시 수지 조성물

이러한 은 입자의 전도특성과 전도성 접착제로의 사

용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공형 은입자의 함량을

변화시킨 에폭시 수지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Fig. 3은

이렇게 제조한 에폭시 수지 조성물을 앞에서 설명한

시편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하여 후경화 시킨 시료의

표면을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Fig. 3

의 (a)는 은 입자의 함량이 50 wt.% 인 에폭시 수지조

성물의 시편 단면으로 은 입자들 간의 폭이 많이 벌어

져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의 (b)는 은 입자의 함량

이 70 wt.% 인 에폭시 수지 조성물의 시료 표면으로

조성물 (a)에 비하여 좁아진 은 입자들의 성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Fig. 3의 (c)는 은 입자의 함량이 75

wt.% 인 에폭시 수지 조성물의 시료로 은 입자들이 다

른 시료의 경우 보다 서로 더 응집되어 있어 조밀한 형

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은 함량을 75 wt.% 이상 넣

었을 경우에는 경화된 조성물이 쉽게 부서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시편 제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에폭

시 조성물의 경우 은 입자의 함량이 70 wt.% ~ 75 wt.%

이 될 때 전도성을 갖는 사용이 가능한 조성물로 판단

된다.

은 입자의 함량에 따른 에폭시 수지 조성물의 전도

성 측정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은 입자의 함량

이 50 wt.% ~ 65 wt.% 인 에폭시 수지 조성물의 경우,

거의 전도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70 wt.% ~ 75 wt.%

에서는 뚜렷한 전도도의 향상을 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은과 같은 금속에 의한 전도는 은 입자

간의 접촉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은 입자들간의

상호 접촉 전도대가 형성되어야 전도현상이 이루어지

는데, Fig. 3에서 보듯이 은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

저 수지 내에서의 은 입자간격이 조밀해져 상호 접촉

전도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접촉

기구에 의한 전도현상이 발생하려면, 상호 접촉 전도대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은 입자의 임계함량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7]. 본 실험에서 사용된 중공형 은 입자를

Fig. 2. SEM images of the composite particles: (a) PS

colloids realized by aqueous alcohol system. (b),

(c) Ag -PS colloids prepared by ethylene dichloride

solvent-assisted route. (d) The corresponding

hollow spheres of the particles shown in b and c.

Fig. 3. SEM images of a coating with (a) 50 wt.%,  (b)

70 wt.%, and (c) 75 wt.% silver content in epoxy

resin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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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에폭시 수지 조성물의 경우에는 은 입자의 함

량이 70 wt.% 이상이 되어야 은 입자가 상호 접촉 전

도대를 형성하여 전도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조성물의 경우 전도임계함량

은 70 wt.% 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중공형 구형 은입자의 합성과이를 이

용한 전도성 에폭시 수지 조성물의 제조와 경화물의

전도도를 은 함량에 따라 평가하였다. 일정한 크기의

중공형 은 입자의 내부 Core로 사용하기 위한 PS구를

만들기 위하여 알코올 용액첨가법을 사용하였고 은 입

자의 적절한 성장을 위하여 HCHO와 NaH2PO2 환원

제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중공형 구형 은 입자

를 에폭시 수지 시스템에 분산시켜 에폭시 수지 조성

물을 제조하였다. 본 에폭시 수지 조성물은 중공형 구형

은 입자의 함량이 70 wt.% ~ 75 wt.% 범위에서 전도성의

향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은 입자의 함량이 75 wt.% 이

상이 되면 쉽게 부셔져 시료 제조가 어렵기 때문에 향

후 전도성 향상을 위해서는 유연한 고무성분의 투입

등 조성물의 성분변화실험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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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lectrical conductivity of epoxy resin composition

with silver cont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