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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기 연소 가능 도체 및 저항체 잉크

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공기 연소 가능 도체 및 저항체 잉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공기중에서  연소  가능한  후막저항체  및  도체용  잉크에  관한  것으로  자기  피복된 금속
(porcelain-coated metal)기판상의 다층 전기 회로 구조물에 대한 그 사용법에 관한 것이다.

다층  집적회로  구조물의  제조에  있어서  적절한  기판상에  다양한  기능을  갖는  후막을  형성하기  위해 
특수화된 잉크 조성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  기술 분야에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술은 전자산
업에  대한  광범위한  응용을  위하여  여러기판상에  고밀도  다층  회로  패턴을  제조하려는  관심을 증대
시키고 있다.

1981년  3월  17일  허여된  Hang씨  등에  의한  미합중국특허  제  4,256,759호에는  상기  회로의  제조를 위
한 상당히 개량된 기판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데, 본 명세서에서는 이러한 기재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Hang씨  등의  기판은  그  산화물  함량에  따라  산화마그네슘(Mgo)의  혼합물이나  혹은 산화마
그네슘과  기타  다른  산화물들,  예컨대  산화바륨(BaO), 삼산화붕소(B2O3 )및 이산화실리콘(SiO2 )의 혼

합물로  구성된  개량된  자기로서  피복된  금속이다.  이러한  금속으로  바람직한  것은  강철,  특히 저탄
소강인데,  이는  예컨대  구리와  같은  여러가지  다른  금속으로  피복될  수  있다.   상기한  자기 조성물
은   금속  코어상에  부분적으로  비유리화된(devitrified)자기코팅을  형성하기  위하여  금속코어에 도
포되어  가열된다.  이  코팅은  초기  융점에서는  점도가  매우  낮으며,  그후  비유리화  현상에  기인하여 
거의  동시에  높은  점도를  얻게  된다.  하이브리드회로에의  응용에  바람직한  상기  가열된  코팅은 적어

도 700℃의 변형 온도와 적어도 약 110×10
-7
/℃의 높은 열팽창계수를 갖는다.

Hang씨  등의 자기 피복된 금속 기판은 이미 알려진 기판 물질에 비해 상당히 개량된 것이지만,  상용 
가능한  후막  잉크와  양립성이  없거나  양립성이  있다  해도  불량하다는  결점  있었다.  본  발명에 따라
서, Hang씨 등의 기판과 양립성을 갖는 공기중 연소 가능한 도체 및 저항체 잉크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의한  개량된  공기  연소  가능  잉크는  바륨칼슘붕규산유리,  적절한  유기  매개물  및 기능성
분으로  구성되는데,  상기  기능성분은  저항체  잉크의  경우는  이산화루테늄이고,  도체잉크인  경우는 
납땜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산화 비스무스와 결합하는 귀금속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자기  금속  회로  기판상에  후막회로를  형성하는데  유용한  고신뢰도의  공기  연소 
가능 저항체 및  도체 잉크가 제공되는데,  본  발명의 잉크는 Hang씨  등의 회로 기판과 특별히 상호간
에  양립성을  가지며,  또한  상기  회로  기판에  특별히  지정된  다른  기능을  갖는  공기  연소  가능 잉크
에도  적합하다.  전자회로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모든  잉크가  질소와  같이  불활성  분위기에서  공기 연
소 가능한 쪽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당업자에게는 자명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신규 잉크는 바륨칼슘붕규산유리 프릿과 적절한 유기 매개물 및  1종  또는 그  이상의 
기능성분으로  구성된다.  저항체  잉크에  있어서,  그  기능  성분은  이산화루테늄과  필요에  따라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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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계수가  감제이고,  도체  잉크인  경우에는  1종  또는  그  이상의  귀금속과  납땜  촉진제인  산화 비
스무스이다.

본  발명에  따른  신규  잉크의  유리  프릿은  중량비로  a)  약  40내지  약  55퍼센트의  산화바륨과,  b)  약 
10  내지  약  15퍼센트의 산화칼슘과,  c)  약  14  내지  약  25퍼센트와 삼산화붕소와,  d)  약  13  내지  약 
23퍼센트의 이산화실리콘으로 구성된 바륨칼슘붕규산유리이다.

본 발명에 의한 상기 유리 프릿은 공기 연소 가능 잉크의 약 1 내지 약 80중량 퍼센트로 
구성되는데,  상기  저항체  잉크중의  유리  프릿은  약  25  내지  약  80중량  퍼센트가  바람직한대,  약  50 
내지  약  75중량  퍼센트가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도체 잉크중에 유리 프릿은 약  1  내지  약 15
중량 퍼센트가 바람직하며 특별히 약 1 내지 7중량 퍼센트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저항체  잉크로  바람직한  유리  프릿은  중량비로  약  52퍼센트의  산화바륨,  약  12퍼센트의 
산화칼슘,  약  16퍼센트의  삼산화붕소,  그리고  약  20퍼센트의  이산화실리콘으로  구성되고,  도체 잉크
로  바람직한  유리  프릿은  중량비로  약  52퍼센트의  산화바륨,  약  12퍼센트의  산화칼슘,  약 19퍼센트
의 삼산화붕소, 그리고 약 17퍼센트의 이산화실리콘으로 구성된다.

공기 연소 가능 잉크의 기능 성분 즉 이산화루테늄 또는 귀금속은 약 2  내지 약 90중량 퍼센트 존재
한다.  본  발명의  저항체  잉크는  약  2  내지  약  60중량  퍼센트,  특히  약  5  내지  약  25중량  퍼센트의 
이산화루테늄을  함유하는데,  이  저항체  잉크의  이산화루테늄은  순도가  높아야  되고,  입자  크기가  약 
0.05 내지 약 0.2마이크로미터 범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기  연소  가능  저항체  잉크는  예를  들어  이산화망간,  산화카드늄,  산화  제1동  등과  같은  통상적인 
저항온도 계수가 감제를 약 10중량 퍼센트까지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용어  "귀금속"은  예를  들어  금,  은,  백금,  팔라듐,  로듐  등과  같이  당업자에게 
잘알려진 1종  또는 그  이상의 금속을 말한다.  도체 잉크에 종래부터 사용된 금속의 결합 예를 들어, 
은/백금,  금/백금,  은/백금/팔라듐  등이  이용된다.  모두가  다  상업상  이용  가능한  수지산  염의 형태
로  활용된  로듐을  제외하고는  순수한  형태로  활용된다.  본  발명의  도체  잉크중에서  귀금속은  약  60 
내지 약 90중량 퍼센트, 특히 약 70 내지 약 85중량 퍼센트로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은 도체 잉크는 납땜성 촉진제로 약 1  내지 약 15중량 퍼센트, 특히 약 1  내지 7중량 퍼센트
의 산화 비스무스를 함유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부가적인 분말 성분 또는 유리 프릿의 일부분으로 존
재할 수  있다.  산화  비스무스 및  유리  프릿은 특히 약  1:3  내지  3:1의  중량비,  더욱  바람직한 것은 
도체 잉크에 동량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도체  잉크에는  선택적으로  소량의  적절한  산화제  즉,  약  1중량  퍼센트까지  함유되는데, 
이  첨가제의  기능은  연소  시키는  동안  유기  매개물의  제거를  돕기  위한  산소나  산화성  증기원을 제
공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산화제는  비스무스  질산염  펜타하이드레이트이며,  이것은  어떤  온도에서 
분해하여  소망스럽지  못한  가스의  급격한  방출을  야기시키는  산화제와는  달라서,  넓은  온도 범위에
서 유효하게 동작한다.

이  잉크의  유기  매개물은  예를  들면  셀룰로오스  유도체  특히  에틸셀룰로오스,  폴리아크릴레이트 또
는  메타아크릴레인트,  폴리에스텔,  폴리올레핀등과  같은  합성  수지의  결합제인데,  일반적으로 여기
서  설명하는  유형의  잉크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매개물은  상기  잉크에도  사용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상업상 이용 가능한 매체는 예를 들어 아모코 케미컬사에 입수 가능한 아모코 H-25,  아모코 H-50  및 
아모코  L-100과  같은  순수한  액체  폴리브텐,  이.이.듀폰  드느무어사에서  입수  가능한  폴리 n-부틸메
타아크릴레이트 등이다.

상기  수지는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적절한  점성을  지닌 가
감제가  수지  재료로에  첨가될  수  있다.  이러한  가감제는  종래  유사한  잉크  조성물에  사용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소나무기름,  테르피네올,  부틸카르비놀아세테이트,  상품명  텍사놀로  시판하는  텍사스 
이스트만사의  에스테르알코올,  또는  상품명  식사트롤로  엔.엘.인더스트리스에서  시판하는 피마자기
름 유도체 등과 같은 고체 재료이다. 본 발명의 잉크에서 이 유기 매개물은 약 8  내지 약 35중량 퍼
센트를  점유하나,  상기  저항체  잉크에서는  약  20  내지  약  30중량  퍼센트의  매체를  포함하고,  도체 
잉크에서는 약 10 내지 약 25중량 퍼센트의 유기 매개물을 함유한다.

본  발명의  공기  연소  가능  잉크는  Hang씨  등에  의해  기술된  자기  피복  금속  기판에  통상적인  수단 
즉  스크린,  프린팅,  브러싱,  스프레이등에  의해서  도포되는데,  이  중에서  스크린  프린팅이 바람직하
다.  그후,  이  피막을  공기중에서  100℃∼125℃에서  약  15분간  건조한  후,  공기중에서 850℃∼950℃
의  피크  온도에서  약  4∼10분동안  연소시킨다.  이  저항체  피막  값은  레이저  다듬질  또는  공기  연마 
다듬질 등과 같은 종래의 수단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Hang씨  등에  의한  기판  및  이를  위해  만든  잉크와의  우수한  양립성에  덧붙여서,  본  발명의  저항체 
잉크로  형성된  피막은  극히  양호한  저항  온도  계수치,  레이저  다듬질성,  전류잡음  레벨  및  열충격에 
대한  안정성,  납디핑,  열저장성,  전력  로우딩  및  습도  면에  있어서  우수함을  입증했다.  또  이  도체 
잉크로  형성된  피막은  전도성,  용접성,  납  리치  저항(solder  leach  resistance)와이어  접합성, 그리
고 높은 습도에 오랜 기간 노출시키는 데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다음 실시예는 본  발명을 설명하고 있지만,  본  발명이 그  세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하
고,  모든 부분 및  비율은 특별한 말이 없는한 중량 단위로 표시하였고 모든 온도는 섭씨로 표시하였
다.

[실시예 1]

다음의 조성을 사용하여 금도체 잉크를 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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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프릿은 다음 조성물로 이루어지는데, 괄호안은 퍼센트를 의미한다. 즉, BaO(51.32) ; 
CaO(2.51)  ; B2O3 (19.42)  ; SiO2 (16.75).  유기  매개물은  완성  잉크의  퍼센트로  볼  때 에틸셀룰로오스

(0.58)  ;  테르피네올(7.90)  ;  부틸카르비놀아세테이트(3.23)  ;  텍사놀(1.84)  ;  식사트롤(0.34)로 구
성된다.

우선  에틸셀룰로오스와  식사트롤과의  매개물인  액체  성분에  의한  용액을  만들고,  매개물은  조합하여 
먼저  손으로  조합된  분말  성분과  혼합한후  잉크를  3분쇄기에서  혼합  전단시켜  스크리인  프린팅에 적
합한  매끄러운  페이스트를  얻는다.  혼합중의  손실을  막기  위한  적당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매개물
을 추가 하였다.

이  잉크를  Hang씨  등에  의해  기재된  유형의  자기  피복된  스틸기판상에  325메쉬스테인레스 스틸스크
린을  사용하여  에멀션  두께  1.0밀에  프린트하고,  이  잉크를  공기중에서  125℃로  10분간  건조한후, 
공기중의  벨트노(belt  furnace)에서  피크온도  900℃를  사용하여  피크  온도로  4∼6분간  연소  하였다. 

이것에 의해 얻어진 피막의 시이트 저항율은 4.5×10
-3
오옴/스퀘어 였다.

[실시예 2]

다음의 조성물을 사용하여,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금-백금도체 잉크를 조제하였다.

 

유기  매개물을  에틸셀룰로오스(0.70),  테르피네올(5.43),  부틸카르비놀아세테이트(3.82), 텍사놀
(2.23), 식사트롤(0.42)로 구성된다.

이  잉크를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프린트하고,  연소하여  얻은  피막의  시이트  저항율은 66×1033오옴

/스퀘어 이었다.

[실시예 3]

다음의 조성물을 사용하여,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은-팔라듐도체 잉크를 조제하였다.

 

유기  매개물은  에틸셀룰로오스(0.78),  테르피네올(17.56),  부틸카르비놀아세테이트(1.33),  그리고 
식사트롤(0.04)로 구성된다.

이  잉크를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프린트하고,  연소하여  얻은  피막의  시이트  저항율은 58×10
-3
오옴

/스퀘어 이었다.

[실시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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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조성을 사용하여,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은-팔라듐-백금도체 잉크를 조제하였다.

     

유기  매개물은  에틸셀룰로오스(1.13),  테르피네올(13.94),  부틸카르비놀아세테이트(4.48), 식사트롤
(0.15)로 구성된다.

이  잉크를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프린트하고,  연소하여  얻은  피막의  시이트  저항율은 85×10
-3
오옴

/스퀘어 이었다.

[실시예 5]

다음의 조성을 사용하여,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루테늄 저항체 잉크를 조제하였다.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유리 프릿은 BaO(51.59), CaO(12.58), B2O3(15.62), SiO2(20.21)로 

구성하였다. 유기 매개물은 에틸셀룰로오스의 6%텍사놀 용액으로 이루어진다.

이  잉크를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스크린  프린팅하고,  공기  중에서  연소하였다.  먼저,  여러가지 도
체단자를  상기  조성에  따라  도포하고  연소하였다.  각각에  대하여  결정된  시이트  저항율은  다음 도표
에 표시하였다.

[도표]

이 결과는 본 저항체와 도체의 적합성을 표시하고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기  피복된  금속회로  기판상에  기능성분,  유리  프릿  및  적절한  유기  매개물로  이루어진  피막을 형
성하는데  적합한  공기  연소  가능  도체  및  저항체  잉크에  있어서,  상기  유리  프릿은  약  40  내지  약 
55중량  퍼센트의  산화바륨과,  약  10  내지  15중량  퍼센트의  산화칼슘과,  약  14  내지  약  25중량 퍼센
트의  삼산화붕소  및  약  13  내지  약  23중량  퍼센트의  이산화실리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공기연소 가능 도체 및 저항체 잉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의  저항체  잉크이고,  상기  기능  성분은  이산화루테늄이며,  상기  잉크가 
a)  약 2  내지 약 60중량 퍼센트의 이산화루테늄과 ;  b)  약 25  내지 약 80중량 퍼센트의 유리 프릿과 
;  c)  약 10  내지 약 35중량 퍼센트의 매개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연소 가능 도체 
및 저항체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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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유리 프릿은 약 52중량 퍼센트의 산화바륨과, 약 12중량 퍼센트의 
산화칼슘과,  약  16중량  퍼센트의  삼산화붕소  및  약  20중량  퍼센트의  이산화실리콘으로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연소 가능 도체 및 저항체 잉크.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는 약 5  내지 약 25중량 퍼센트의 이산화루테늄과,  약 50  내지 약 75중량 
퍼센트의 유리 및 약 20  내지 약 30중량 퍼센트의 매개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연
소 가능 도체 및 저항체 잉크.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는  이산화망간,  산화카드늄  및  산화  제  1동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저항  가감제의  온도  계수에  대해  약  10중량  퍼센트까지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연소 가능 도체 및 저항체 잉크.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는  도체  잉크이고,  기능  성분은  귀금속이며,  상기  잉크가  a)  약  60  내지 
약 90중량 퍼센트의 귀금속 분말과 ;  b)  약  1  내지 약 15중량 퍼센트의 유리와 ;  c)  산화 비스무스
가  귀금속과  혼합되거나  유리  성분으로  존재하는  약  1  내지  약  15중량  퍼센트의  산화  비스무스와  ; 
d)  약 8  내지 약 30중량 퍼센트의 매개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연소 가능 도체 및 
저항체 잉크.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는  약  70  내지  약  80중량  퍼센트의  귀금속과,  약  1  내지  7중량  퍼센트의 
유리와, 약 1  내지 약 7중량 퍼센트의 산화 비스무스 및 약 1  내지 약 25중량 퍼센트의 매개물로 이
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연소 가능 도체 및 저항체 잉크.

청구항 8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유리는  약  52중량  퍼센트의  산화바륨과,  약  12중량  퍼센트의 산화
칼슘과,  약  19중량  퍼센트의  삼산화붕소  및  약  17중량  퍼센트의  이산화  실리콘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연소 가능 도체 및 저항체 잉크.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귀금속은  금,  은,  백금,  팔라듐,  로듐  및  그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
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연소 가능 도체 및 저항체 잉크.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귀금속은 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연소 가능 도체 및 저항체 잉크.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귀금속은  금과  백금의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연소  가능  도체  및 
저항체 잉크.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귀금속은  은과  팔라듐의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연소  가능  도체 
및 저항체 잉크.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귀금속은 은,  팔라듐 및  백금의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연소 가능 
도체 및 저항체 잉크.

청구항 14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  비스무스와  유리의  중량비가  약  3:1  내지  약  1:3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연소 가능 도체 및 저항체 잉크.

청구항 15 

기판의 표면부상에 기능성분,  유리 프릿 및  적절한 유기 매개물로 구성된 공기 연소 가능한 도체 및 
저항체  잉크의  피막을  갖는  자기  피복된  금속회로  기판으로  이루어진  어셈블리에  있어서,  상기  유리 
프릿은 약 40  내지 약 55중량 퍼센트의 산화바륨과,  약 10  내지 약 15중량 퍼센트의 산화칼슘과,  약 
14  내지 약 25중량 퍼센트의 삼산화붕소 및 약 13  내지 약 23중량 퍼센트의 이산화 실리콘으로 구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셈블리.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는  저항체  잉크이고,  상기  기능  성분은  이산화루테늄이며,  상기  잉크가 
a)  약  2  내지  약  60중량  퍼센트의 이산화루테늄과 ;  b)  약  25  내지  약  80중량  퍼센트의 유리프릿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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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약 10 내지 약 35중량 퍼센트의 매개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셈블리.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은 강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셈블리.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는 도체 잉크이고,  상기 가능 성분은 귀금속이며,  상기 잉크가 a)  약  60 
내지 약 90중량 퍼센트의 귀금속과 ;  b)  약  1  내지 약 15중량 퍼센트의 유리와 ;  c)  산화 비스무스
가  귀금속과  혼합되거나  유리성분으로  존재하는  약  1  내지  약  15중량  퍼센트의  산화  비스무스와  ; 
d) 약 8 내지 약 30중량 퍼센트의 매개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셈블리.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귀금속은  금,  은,  백금,  팔라듐,  로듐  및  그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그룹으로
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셈블리.

청구항 20 

자기 피복 회로 기판상에 회로의 일부인 저항체 및  도체 피막을 형성하는 공정에 있어서,  상기 기판
상에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개량된  잉크  조성물을  도포하고,  연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체 
및 도체 피막 형성 공정.

청구항 21 

기능  성분,  유리  프릿  및  적절한  유기  매개물로  이루어진  저항체  및  도체잉크를  공기중에  도포하고 
연소함으로써  형성된  저항체  및  도체  피막을  갖는  회로를  구비하는  자기  피복된  금속회로  기판으로 
구성된  전자  어셈블리에  있어서,  상기  유리  프릿은  약  40  내지  약  55중량  퍼센트의  산화바륨과,  약 
10  내지  약  15중량  퍼센트의 산화칼슘과 약  14  내지  약  25중량  퍼센트의 삼산화붕소 및  약  13  내지 
약 23중량 퍼센트의 이산화실리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어셈블리.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는  저항체  잉크이고,  상기  기능  성분은  이산화루테늄이며,  상기  잉크가 
a)  약 2  내지 약 60중량 퍼센트의 이산화루테늄과 ;  b)  약 25  내지 약 80중량 퍼센트이 유리 프릿과 
; c) 약 10 내지 약 35중량 퍼센트의 매개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어셈블리.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는 도체 잉크이고,  상기 기능 성분은 귀금속이며,  상기 잉크가 a)  약  60 
내지 약 90중량 퍼센트의 귀금속과 ;  b)  약  1  내지 약 15중량 퍼센트이 유리와 ;  c)  산화 비스무스
가  귀금속과  혼합되거나  유리성분으로  존재하는  약  1  내지  약  15중량  퍼센트의  산화  비스무스와  ; 
d) 약 8 내지 약 30중량 퍼센트의 매개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어셈블리.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귀금속은  금,  은,  백금,  팔라듐,  로듐  및  그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그룹으로
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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