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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PCB)의 제조에 있어서, 제1단계(다단계(multi-step)에서는 <1>
"비피복 기판(bare  board)"을 생산하고, 제2단계(다단계)에서는 여러가지 부품들을 기판상에 장착한다. 
본 발명은 비피복기판을 제2제조단계로 보내기 전에 보호막으로 코팅하는 비피복 기판을 제조하기 위한 
최종단계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제2단계에서 비피복 기판상에 부착되는 부품으로는 두가지 형태가 있는바, 레지스터와 트랜지스<2>
터와 같은 다리가 달린 부품과, 보다 최근의 형태인 표면실장부품(surface mount device)가 그것이다. 다
리가 달린 부품들은 각각의 다리를 기판의 구멍에 삽입하고 삽입된 다리주위의 구멍을 솔더(solder)로 채
워지도록 하여 부품을 기판에 부착한다. 표면실장부품은 평탄한 콘택영역을 솔더링하거나 접착제를 이용
하여 접착함으로써 기판의 표면에 부착한다.

제1단계에서는 절연층, 도전회로패턴, 도전성 패드 및/또는 스루홀(through-hole)을 포함하는 기<3>
판이 형성된다. 이 기판은 절연층들 사이에 위치하는 1개 이상의 도전회로패턴을 구비한 다층 
기판이거나, 하나의 절연층과 하나의 도전회로패턴을 가질 수 있다. 스루홀은 도금되어 전기적으로 도전
성을 가지며, 후속의 부품부착 단계에서 표면실장부품이 부착될 영역을 형성하는 도전성패드도 전기적으
로 도전성을 갖는다. 회로패턴과 패드 및 스루홀의 도전성 영역은 도전성물질 또는 서로 다른 도전성물질
들의 조성물로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리를 이용하여 형성한다. 구리는 시간이 경과하면 
산화되어 솔더링이 잘되지 않는 산화구리층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2단계인 부품부착 단계로 진행
하기 전에 솔더링이 잘되지 않는 산화구리의 표면층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여 솔더링이 되어야 하는 패
드 및/또는 스루홀영역상에 보호층을 코팅한다.

비피복 기판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널리 이용되는 공정은 "SMOBC(solder <4>
mask over bare copper)기술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판은 일반적으로 도전물질의 일면 또는 양면상에 
피복된 에폭시결합 섬유유리층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상기 기판은 회로패턴과 절연층을 포함하는 도전
층을 갖는 다층 기판이 된다. 상기 도전물질은 일반적으로 금속박판(metal foil)이며, 구리박판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SMOBC기술에 있어서, 이러한 기판이 얻어지며, 템플레이트(template) 또는 자동 천공기
(drilling machine)를 이용하여 기판에 구멍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구멍들은 기판의 전면, 즉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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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박판표면과  스루홀표면에  구리층을  증착하는  무전해  구리도금공정(electroless  copper  plating 
process)에 의해 "내부도금(plated through)"된다.

그런 다음, 기판물질상에 감광성막(포토레지스트)을 코팅한 후, 소정의 선택된 영역을 광에 노광<5>
시키고, 화학적으로 현상하여 도금된 스루홀과 패드인 도전성 영역을 노출시키는 노광되지 않은 영역을 
제거한다.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에서 노광된 영역내의 금속박판의 두께는 또 한번의 구리의 전기도금단
계에 의해 증가한다. 노광되고 두께가 증가한 구리영역상에 주석-납합금의 전기도금 조성물인 식각저지 
보호막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여 구리층을 노출시키고, 노출된 구리표면을 구리식각 조성물<6>
을 이용하여 식각하여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회로패턴에만 구리가 남도록 한다. 다음 단계에서 상기 주석-
납 합금으로 된 식각저지 보호층을 제거한다.

부품들이 구리회로 패턴에 부착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패턴이 아닌 스루홀과 패드영역상에 부품<7>
들을 부착하기 위해 솔더를 코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솔더코팅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예컨대, 스크린인쇄공정 또는 포토이미징(photo-imaging)기술과 이에 후속되는 현상공정과 광학적 
경화공정을 이용하여 솔더 마스크를 기판상에 부착한다. 그런 다음, 스루홀과 패드영역의 노출된 구리를 
세정하여 솔더코팅을 준비하고, 이어서 기판을 솔더용액에 담근 다음 열풍 레벨링(hot air 
levelling;HAL)을 수행하여 솔더마스크가 코팅되지 않은 구리 영역상에 솔더코팅 보호층을 형성한다. 솔
더가 솔더마스크를 적시지 않으므로 솔더마스크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상에는 솔더코팅층이 형성되지 않는
다.

이 단계에서 기판은 적어도 하나의 절연층과 적어도 하나의 도전층을 가지게 된다. 상기 적어도 <8>
하나의 도전층은 하나의 회로 트레이스로 구성된다. 상기 기판은 또한 솔더층에 의해 손상으로부터 보호
되는 패드(패드들) 및/또는 스루홀(스루홀들)을 포함한다. 단일 도전층은 회로 트레이스 또는 패드(패드
들)를 포함하거나 이 둘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패드는 다층기판의 외부층이 되는 도전층의 일부가 
된다. 기판상의 회로 트레이스는 솔더마스크로 코팅된다.

이어서 상기 기판을 부품의 부착을 위한 제2단계로 진행시키기 위해 준비한다. 제2단계에서 일반<9>
적으로 부품의 부착은 솔더를 이용하여 행해지는바, 먼저, 인쇄공정에 의해 솔더페이스트층(솔더와 용제
를 포함하는)을 기판상에 형성하고, 부품들을 인쇄된 기판상에 위치시킨다. 그런 다음, 기판을 오븐에서 
가열하여 솔더페이스트내의 솔더를 융해시켜 부품들과 기판을 접촉시킨다.  이 공정은 리플로우 솔더링
(reflow  soldering)으로  알려져  있다.  기판을  용해된  솔더상으로  통과시키는데  웨이브솔더링(wave 
soldering)공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상기 두 공정에 있어서 솔더가 솔더코팅 보호층에 추가적으로 사용
된다.

다리 달린 부품들과 표면실장부품 부착시의 복잡성과 간격이 많은 부품들을 좁은 간격으로 실장<10>
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요구조건들은 프린트회로기판상에서 부품들이 부착될 도전금속에 대한 표면보호코
팅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비피복기판 제조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판의 마무리공정시 기판
표면이 평탄하게 끝마무리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기판 표면이 평탄하지 않으면 전기적인 고장의 위험
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코팅이 후속의 솔더링공정을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비피복 기판과 부품
들간의 도전성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호코팅을 제거하기 위해 별도의 공
정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술한 바와 같이 부품을 부착하기 전에 구리표면상에 솔더링이 되지 않는 구리산화물이 형성되<11>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전금속 표면은 구리로 형성하고 보호층표면은 기판제조의 첫단계의 마지막에 제
공되어야 한다. 이것은 첫번째 단계와 두번째의 부품부착단계가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도전성패드 및/또는 스루홀의 형성공정과 시간산화(time oxidation)가 일어나는 
부품부착공정간에 상당한 시간지연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품들을 비피복 기판에 부착할때 보호코
팅에 의해 도전성물질이 솔더링이 될 수 있도록 유지되고, 솔더링이 된 접합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보호코팅은 상기의 "HAL(hot air levelling)공정을 이용한 주석/<12>
납 솔더링이다. HAL공정은 솔더를 평탄하게 형성하기 어렵고 HAL공정을 이용함으로써 제공되는 두께의 분
포가 매우 작은 간격의 부품들을 확실하게 부착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제한이 따른다.

이에 따라 솔더층의 HAL 코팅공정에 대한 몇가지 보충적인 처리단계가 도입되었다. 코팅공정은 <13>
부품과의 확실한 전기적 접속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야 하며, 또한 여러번의 솔더링공정을 지속시킬 수 있
어야 한다. 예를 들면, 상술한 바와 같이 다리달인 부품들과 표면실장부품들을 비피복 기판에 부착할때 
적어도 두번의 솔더링공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보호코팅은 적어도 두번의 솔더링공정을 견디어 냄으로
써 두번째 솔더링공정에서 솔더링이 이루어지게 될 영역이 첫번째 솔더링공정동안 보호되도록 할 수 있어
야 한다.

HAL공정에 사용되는 주석/납 합금솔더 대신에 유기적인 보호방법(organic protection), 침지방식<14>
의 주석 또는 주석/납 도금, 및 니켈/금 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니켈/금 도금공정에 있어서는 구리표면
의 무전해 도금을 수행하여 니켈의 프라이머막(primer layer)을 구리층상에 형성하고 그 위에 금층을 형
성한다. 이 공정은 공정단계가 많고 금의 사용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공정
이다.

솔더링공정전의 기판의 저장 및 어셈블리단계가 행해지는 동안의 구리패드에 대한 유기적인 보호<15>
는 용제래커(flux lacquer)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용제 래커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단일면 기판(즉, 한쪽
면에만 도전성 패드를 갖는 기판)에 제한된다. 코팅은 일반적으로 침지(dip), 분무(spray) 또는 롤러코팅
(roller coating)에 의해 행해진다. 그러나, 코팅층의 다공성과 불균일한 코팅두께로 인해 기판표면에 균
일한 코팅층을 형성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코팅층의 수명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용제래커는 상
대적으로 짭은 저장수명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부품부착 단계에서 부품부착을 위해 리플로
우 솔더를 사용할 경우 부품이 접착제가 발라진 기판의 하부면에 고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용제래커의 농
도가 진할 경우, 상기 접착제는 부품을 프린트기판에 직접 접착시키지 않으나, 그대신 접착제와 래커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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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접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접착의 강도는 용융(fluxing) 및 솔더링단계에서 저하되어 솔더용액과 
접촉이 이루어지는동안 부품의 유실을 초래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또다른  대안은  구리-착화제  조성물을  구리표면에  형성하는 이미다졸<16>
(imidazoles) 또는 트리아졸(triazoles)을 기초로 한 부동태화/보호처리이다. 따라서, 이 코팅들은 화학
적으로 기판에 접착되어 구리와 산소의 반응을 방지한다. 그러나, 이 공정은 후속 솔더링공정을 견뎌내기
에 부적절하여 첫번째 솔더링공정시의 고온에 의해 부품들을 실장하는데 필요한 후속 솔더링공정을 견뎌
낼 수 없는 층이 파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바람직한 공정이 못된다. 이러한 공정의 일예가 EP-A-0428383
에 기술되어 있는바, 여기에서는 2번 위치에 적어도 3개의 탄소원자의 알킬기(alkyl group)와 유기산을 
포함하는 벤조이미다졸(benzimidazole)화합물이 함유된 수용액(aqueous solution)내에 구리 또는 구리합
금의 표면을 담그는 과정을 포함하는 구리 또는 구리합금의 표면처리공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밖에도 무전해 기술에 의해 은을 함유하는 수성 혼합물을 사용하여 구리기판상에 은코팅을 형<17>
성하는 공정들이 알려져 있다. 비금속기판상에 사용할 수 있는 무전해 은코팅공정은 환원제와 은이온 및 
착화제(cpmplexing agent)를 이용한다. GA-A-2201163에는 은이온과 착화제(대략 동일한 중량의) 및 환원
제를 함유한 농화된 화합물을 금속표면에 가하여 두꺼운 은코팅을 형성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금속 마무리(Metal Finishing) 81(1) 27-30 (1983)에서 Russer등은 분자비(molar ratio) 1:2의 <18>
질산은용액과 폴리에틸렌 폴리아민에 구리분말을 침지시키는 침지공정에 의한 구리분말의 은코팅에 대해 
기술하였다.

UA-A-3294578에는 브롬화수소(hydrobromic) 요화수소산(hydroiodic acid)을 함유한 은염(silver <19>
salt)의 강산용액과 착화제를 함유한 질소를 음성(electronegative) 금속기판상에 무전해 실버코팅을 입
히는데 이용하는 기술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조성물은 다량의 비수성 용제(non-aqueous solvent)에 함유
된다. 이와 유사한 공정이 US-A-4908241 (EP-A-0081183)에 기술되어 있다.

무전해 은도금공정을 위한 3가지의 일반적인 복합 시스템은 암모니아, 티오술폰산 또는 시안화물<20>
을 기본으로 한다. 암모니아계는 암모니아를 함유한 은용액이 불안정하고 폭발성 아지드화물이 생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 티오술폰산계는 은코팅내의 황화합물이 솔더링 효율을 저하시켜 후속 부품
부착단계에서  비피복  기판과  부품간에  전기적  접촉이  나빠지기  때문에  전자산업에  사용하기에는 

불리하다. 시안화물계는 도금용액의 유독성때문에 불리하다.

US-A-5318621에는 회로기판상의 구리표면에 코팅된 니켈코팅층상에 은 또는 금을 증착할때 증착<21>
속도 증가제로서 아미노산을 함유하는 무전해 도금액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구리가 은 또는 
금의 코팅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면서 빠르게 용해되기 때문에 티오황산/황산을 기본으로 한 금 또는 은의 
무전해 도금이 구리상에 직접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고문헌인 "금속처리 안내서 및 목록(Metal Finishing 
Guidebook & Diretory)" (1993판)에서 소개된 은도금액은 질산은과 암모니아 및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환
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즉, 무전해도금)

US-A-4863766은 시안화물을 포함하는 도금액을 사용한 무전해 은도금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22>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치환침지(displacement immersion) 은도금공정에 관한 것이다. 보호될 표면의 산화가<23>
능한 금속과 은이온의 상대적인 전극 전위로 인한 단순한 치환반응에 의해 은코팅이 금속표면상에 형성되
므로 상기 치환 도금공정은 무전해공정과 다르다.

예컨대, J Wiley & Sons (1963)에 의해 출판된 F.A.Lowenheim의 "현대도금법(Modern <24>
Electroplating)"에는 은이 대부분의 기판 금속상에 치환에 의해 도금되나, 침지 도금된 은은 접착성이 
나쁘다는 것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F.A. Lowenheim은 기판금속에 은을 전기도금할때 고농도의 시안화물 
스트라이크 용액으로부터 은박막을 먼저 증착하여 후속의 전기도금되는 은막의 접착성을 좋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발명의 목적은 부품부착 단계에서 비피복 기판 제조공정과 부품 부착공정 사이에 표면부식을 <25>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비피복 기판의 도전성 표면에 대한 솔더 보호코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F.A.Lowenheim"에 의해 제안된 기술에도 불구하고 본 발명은 우수한 접착성을 제공하는 치환공<26>
정에 의한 도금방법을 발견하였다. 본 발명은 종래의 은보호코팅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바, 폭발성 용액의 
생성을 초래하는 암모니아가 불필요하며, 고농도의 시안화물을 사용하는 제1단계가 필요없기 때문에 유독
성 시안화물 이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PCB에 대한 은코팅의 접착성이 우수하고 산화를 방지하여 기
판을 보호할 수 있다.

US-A-4777078에는  구리도선패턴을  형성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바,  이  방법은  입자 정련제<27>
(grain refiner)로서 사용되는 은이온을 간헐적으로 포함하는 무전해 구리도금 용액을 이용하여 은이 풍
부한  층에  인접한  구리의  입자  크기를  감소시킨다.  상기  구리도금용액은  요드화  나트륨  안정화제, 
은이온, EDTA, 황산동(copper sulphate), 수산화나트륨 및 특히 환원제를 포함하고 있다.

US-A-3294578에는 Cu, Au, Pd, Pt, Ag 및 Te과 같은 금속코팅을 질소함유화합물이나 멀티덴테이<28>
트가 아닌 착화제를 포함하는 금속표면상에 증착하는 기술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은보다 양전기성이 작으며 비피복기판의 도전성 금속패드 및/또는 스루홀을 <29>
포함하는 금속표면을 구비한 기판상에 보호를 위한 은코팅을 형성하는 공정에 있어서, 상기 기판이 상기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코팅되지 않고 남아있는 비금속영역을 포함하며, 상기 공정이 수성 매개물내에서 
은이온과 용액상태의 멀티덴테이트 착화제를 함유하는 수성 치환도금 조성물을 상기 금속표면에 접촉시키
는 과정을 포함하며, 상기 조성물이 2 내지 12 pH를 가지며 상기 은이온을 금속은으로 환원시키는 어떠한 
환원제도 함유하지 않음으로써 상기 금속표면에 은코팅을 형성하는 공정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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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치환공정에 있어서는 암모니아(수산화암모늄 형태일 수도 있음), 시<30>
안화물이온, 포름알데히드, 티오술폰산 또는 환원당(reducing sugar)를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다. 은
이온은 0.06 내지 32g/l의 농도, (은이온에 기초한),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25g/l, 더욱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5g/l의 농도로 혼합물내에 존재한다. 은이온의 농도가 0.06g/l보다 낮을 때는 적당한 시간동안 
적절한 은 코팅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은이온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은이온의 농도가 32g/l보다 
높을 때는 도금조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또한 도금 두께와 적용 범위를 고려하면 적어도 은이온의 농도는 
0.1g/l인 것이 바람직하고 은이온의 농도가 25g/l를 초과하는 경우 도금조의 안정성과 점착하는 도금 피
복이 좋지 못하다. 게다가 은이온의 농도가 적어도 0.5g/l가 되어야만 도금 두께 및 적용범위가 더 개선
되고 도금조의 안정성과 도금 피복 역시 15g/l이하인 경우 우수하다.

은이온의 소오스로서는 어떠한 수용성 은염이라도 사용될 수 있는바, 예를 들면, 질산염, 아세테<31>
이트, 황산염, 유산염(lactate) 또는 개미산(formate)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질산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착화제(complexing agent)의 양은 0.1 내지 250g/l, 바람직하게는 2 내지 200g/l, 더욱 바람직하
게는 10 내지 100g/l이며, 특히 50g/l정도가 가장 바람직하다. 착화제의 양이 0.1g/l 미만이면 도금조의 
안정성이 좋지 못하고, 250g/l를 초과하면 도금 반응이 늦어져 적당한 시간동안에 적절한 은 코팅 두께의 
형성을 막는다. 또한 착화제의 양이 10g/l 보다 적으면 도금조의 안정성이 나쁘고, 100g/l를 넘으면 도금 
반응의 속도가 점점 늦어져 적당한 시간동안에 적절한 은 코팅의 두께를 얻을 수 없다. 착화제는 모든 은
이온들이 착화될 수 있도록 화학량론적인 등량(stoichiometric) 또는 화학량론적 초과량이어야 한다. 화
학량론적이라는 것은 등질량(equimolar)을 의미한다. 착화제는 은이온보다 높은 몰농도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분자비는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1.2):1, 더욱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2.0):1, 그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3):1이다.

상기 착화제는 상기 조성물의 수성 및 pH조건하에서 수용성 침전물을 형성하지 않는 은이온에 대<32>
한 멀티덴테이트 착화제일 수 있다. 착화제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착화제들은 바이
덴테이트(bi-dentate) 또는 높은 덴테이트배위자이다. 적절한 착화제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산소함유 배위자, 예컨대 적어도 2 내지 10 탄소원자를 갖는 아미노산, 폴리카르복실산, 니트로늄 
트리아세틱산(nitrilo-triacetic  acid)과  같은  아미노아세틱산,  또는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틱산
(ethylene  diamine  tetracetic  acid)(EDTA),  디에틸렌  트리아민  펜타아세틱산(diethylene  triamine 
pentaacetic acid)(DTPA), N-하이드록시에틸 에틸렌디아민트리아세틱산(N-hydroxyethyl ethylene diamine 

triacetic  acid),  1,3-디아미노-2-프로파놀-N,N,N,'N'-테트라아세틱산(1,3-diamino-2-propanol-
N,N,N,'N'-tetra-acetic  acid),  비스하이드록시페닐에틸렌  디아민디아세틱산(bishydroxyphenylethylene 
diamine  diacetic  acid),  디아미노시클로헥산 테트라아세틱산(diamino  cyclohexane  tetraacetic  acid), 

또는  에틸렌글리코비스[(β-아미노에틸에테르)-N,N'-테트라아세틱산](ethylene  glycol-bis-[(β-
aminoethylether)-N,N'-tetraacetic  acid])을  함유하는  알킬폴리아민폴리아세틱산(alkylene  polyamine 
polyacetic  acids),  및 N,N,N',N'-테트라키스-(2-하이드록시프로필)에틸렌디아민(N,N,N',N'-tetrakis-(2-
gydroxyprophyl) ethylene diamine), 시트르산(citrates), 타르타르산(tartrates), N,N-디-(하이드록시에
틸)글리신(N,N-di-(hydroxypropyl)glycine),  글루콘산염(gluconates),  젖산염(lactates), 시트르산염

(citrates), 타르타르산염, 크라운에테르(crown ethers) 및/또는 크립탄드(cyptands)가 그것이다.

특히 바람직한 착화제는 EDTA, DTPA, N,N,N',N'-테트라키스-(2-하이드록시프로필)에틸렌디아민이<33>
다. 착화제는 도금액의 pH조건하에서 수성용액내의 은이온과의 가용성 착화제를 형성해야 한다. N-하이드
록시에텔린  디아민트리아세틱산과,  N,N-디(하이드록시에틸)글리신  및 비스(하이드록시페닐)에틸렌디아민
디아세틱산등의 조성물들이 불용성 착화제를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상기 조성물의 pH는 2 내지 12, 일반적으로 3 내지 10이며, 바람직하게는 4 내지 10이다. 상기 <34>
조성물의 pH가 2보다 낮으면 도금조의 안정성이 좋지 못하고, pH가 12를 초과하면 도금 반응이 너무 느려 
적당한 코팅 두께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상기 조성물은 최고 pH7의 산성일 수 있다. 또한, 조성물은 
알칼리성일 수 있으며, 7 또는 7.5보다 큰 pH를 가질 수 있다.

조성물의 pH를 원하는 범위내로 유지시키기 위해 완충제가 포함될 수 있다. 완충제로서는 친화성<35>
산(compatible acid)이나 염기(base)가 사용될 수 있다. 친화성산이나 염기는 상기 조성물에 필요한 양을 
갖는 산 또는 염기로, 은이온 및/또는 착화제 용액의 침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염화수소는 
불용성 염화은 침전물을 형성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한 예에는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또는 
카본염(carbonate salt)이 포함될 수 있으며, 산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는 적절한 산으로 구연산, 질산 또
는 아세트산이 사용될 수 있다. 붕소, 프탈레이트(phthalates),  아세테이트, 포스포네이트(phosphonate
s)가 사용될 수도 있으나, 완충제는 금속염 침전물을 생성시키면 안되며, 도금속도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완충제는 원하는 pH에 좌우된다.

상기 조성물은 표면활성제 또는 계면활성제와 같은 임의의 성분을 포함함으로써 코팅의 균일성을 <36>
향상시킬 수 있다. 표면활성제가 포함되는 곳, 바람직하게는 표면활성제가 도금액내의 조성물내에 소정량 
첨가되는 곳에서 상기 표면활성제는 0.02 내지 100g/l의 농도로 존재한다. 표면활성제는 0.1 내지 25g/l,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5g/l의 농도로 혼합된다. 표면활성제의 농도가 0.1g/l 보다 낮으면 균일한 코팅을 
얻을 수 없고 15g/l 보다 높으면 비용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도금액내에서는 유용한 어떠한 표준 
계면활성제 또는 계면활성제라도 사용이 가능한데, 비이온 표면활성제가 바람직하다. 특히 바람직한 표면

활성제는  각각 
*
신페로닉(Synperonic)  NP9  (ex  ICI), 

*
신페로닉(Synperonic)  A14  (ex  ICI) 

*
에틸란

(Ethylan) HB4 (ex Harcros) (*는 상표임)과 같은 알킬페놀에톡시레이트(alkyl phenol ethoxylates), 알
콜에톡시레이트(alcohol ethoxylates), 및 페놀에톡시레이트(phenol ethoxylates)이다.

본 발명의 도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임의의 성분은 입자 정련제다. 입자 정련제는 은의 작<37>
은 결정들이 보다 조밀한 구조로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은코팅의 표면을 개선시킨다. 입자 정련제의 적절

한  예에는  예컨대  PEG  1450 (Carbowax
*
 Union  Carbide)의  이소프로판올  폴리에틸렌글리콘(isopropanol 

polyethylene glycols)과 같은 1 내지 6탄소원자를 갖는 저급 알콜이 포함된다. 입자 정련제는 0.02 내지 
200g/l의 양으로 조성물에 혼합될 수 있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입자 정련제는 0.05 내지 100g/l,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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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0.1 내지 10g/l의 농도로 포함될 수 있다. 비수성용제는 조성물의 중량당 50%이하의 양, 바
람직하게는 중량당 30%의 양 또는 도금조성물의 중량당 10% 또는 5%이하의 양으로 존재해야 한다.

본 발명의 도금조성물에 포함될 수 있는 또다른 임의의 성분은 부식방지제이다. 부식방지제는 <38>
0.001 내지 50g/l,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25g/l, 더욱 바람직하게는 0.05 내지 10g/l의 양으로 혼합될 
수 있다. 적절한 부식방지제는 특허출원 명세서 PCT/GB95/02877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바, 이 부식방지
제는 은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지제이다. 적절한 방지제의 일예로 크로다메트(Crodamet) 02 와 같은 에톡
시레이트 알킬아민(제3아민)(ethoxylated alkylamine (tertiary amine)) 또는 레오메트(Reomet) 42와 같
은 트리아졸 데리베이티브(triazole derivatives)를 들 수 있다. 부식방지제는 은이온에 대한 환원제이어
서는 안된다.

분사(spray)(Dow에 의해 제공되는 A100), 염색(dye)등을 위하여 디포머(defoamer)와 같은 그밖의 <39>
비활성, 비간섭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

상기 조성물은 은이온을 금속은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환원제로부터 유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40>
도금용액은 안정화된다. 또한, 상기 조성물은 부식방지제와 같은 성분을 도입하기 위해 비수성 용제를 사
용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비수성 용제와 유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비수성 용제가 
조성물내에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할로겐이온이 도금조성물을 못쓰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따라서 도금조성물<41>
은 이러한 이온으로부터 유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성물의 밸런스는 물이다. 이온의 제거를 방해하는 탈이온수(deionised water) 또는 다른 순수<42>
(furified water)가 본 발명의 공정에 사용되는 도금조성물에 이용된다.

본 발명의 공정에 사용되는 도금조성물을 형성하기 위해 탈이온수, 상기한 바와 같은 착화제, 완<43>
충제, 및 임의의 다른 성분들을 포함하는 용액을 먼저 준비하고, 수성용제로서 은을 사전혼합(pre-mix)으
로 형성된 상기 다른 성분들에 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을 염의 형태로 추가하여 도금조성물에 직접 
용해시키는데는 시간이 걸리고, 광반응에 손상되기 쉬워 검은 침전물로서 용액으로부터 은이온의 침전이 
생성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용액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임이 알려져 있다.

은염이 추가되는 상기 조성물의 pH는 pH3 내지 10, 바람직하게는 4 내지 8이다. 상기 성분들은 <44>
용해될때까지 혼합된다. 이때 열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데, 이것은 열이 검은 은 침전물을 형
성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속기판은 은보다 양전기성이 작은 금속이다. 이러한 금속으로는 아연, 철, 주석, 니켈, 납 또<45>
는 바람직하게는 구리가 있다.

도금단계에서 금속표면에 치환코팅 조성물을 접촉시키기 전에 금속표면을 통상의 방법에 의해 세<46>
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세척에는 당분야에서 공지인 세정 조성물과 같은 산성 세정 조성물을 
이용한다. 그 예로서 알파메탈사(Alpha Metals Limited)의 구리 컨디셔너 PC 1144을 들 수 있다.

산성 세척용액을 이용한 세척단계에 있어서, 금속표면에 도금용액을 접촉시키기 전에 린스단계를 <47>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세척단계에 조합시키거나 세척단계후에 미세식각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 미세식각단<48>
계에서 금속표면이 예컨대 과산화나트륨(sodium persulphate)용액과 접촉되어 표면의 구리산화물이 제거
된다. 이러한 미세식각이 수행될 경우, 그 후속공정으로 황산을 이용한 린스를 행함으로써 세척 및/또는 
미세식각 조성물의 흔적을 제거한다.

금속표면과 도금조성물의 접촉은 일반적으로 10 내지 60℃의 온도에서 행해진다. 온도가 10℃보<49>
다 낮으면 적당한 시간동안 얻어지는 코팅의 두께가 충분하지 않고 60℃를 초과하면 도금조의 안정성 및 
코팅이 좋지 못하다. 바람직하게는, 도금액과의 접촉온도는 15 내지 50℃, 가장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40
℃이다.

상기 접촉방법은 일반적으로 침지, 분무 또는 수평 침지코팅의 방법일 수 있는데, 특히 분무코팅<50>
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접촉방법은 여분의 용액을 재생하여 재사용하는 연속되는 코팅공정의 일부일 수 
있다.

도금 조성물과 금속표면의 접촉시간은 금속위에 은표면을 형성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일<51>
반적으로, 접촉시간은 10초 내지 10분이다. 10초미만의 접촉시간은 충분한 은코팅을 형성할 수 없었으며,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코팅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기만 할 뿐 부가적인 잇점을 발견되지 않았다.

도금단계후에 은도금된 표면은 예컨대 수성 린스용액, 바람직하게는 물을 사용하여 린스를 행하<52>
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금단계 또는 후속의 린스단계이후에는 기판을 건조시킨다. 기판 건조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53>
도 행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따뜻한 공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행하는바, 예를 들면, 처리된 금속
을 건조 오븐내로 통과시키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산화방지제는 도금액내에서 부식방지제에 혼합됨으로써 패<54>
드 및/또는 스루홀과 접촉되거나 부품부착전의 도금단계후에 후린스(post-rinse) 단계에서 부식방지제를 
포함하는 용액과 접촉된다. 부식방지제를 포함하는 용액과의 접촉에 의해 후속의 후린스단계에서 산화방
지제와의 접촉이 있을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중간 린스 및/또는 건조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부
식방지제를 사용하면 부식방지제가 보호 도금층상의 부식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므로 유리하다.

상기 치환도금공정은 침지치환공정으로, 무전해 도금공정이 아니다. 따라서 코팅이 양전기성이 <55>
작은 금속표면상에만 형성되고 솔더마스크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과 같은 기판의 비금속 영역상에는 형성
되지 않는다. 무전해 은도금 조성물에 의해 비금속 표면상에 은이 코팅되므로 상기 조성물은 PCB 프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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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precursor)의 솔더마스크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을 코팅할 전위를 갖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 
발명의 도금조성물은 예컨대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하며 은이온을 환원하여 은침전물을 형성하는 무전해시
스템에 사용되는 도금조성물보다 더욱 안정된 것이다. 본 발명의 도금액에 있어서, 금속표면상의 금속원
자들은 용액속의 은이온에 의해 산화되어 은금속막이 금속표면에 증착되게 된다. 이 공정은 은금속이 은
에 의해 산화가능한 금속의 모든 표면위치를 덮을때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며 그럼으로써 더 이상
의 은증착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자기제한적(self-limiting)이다.

본 발명은 강한 접착성을 갖는 은막이 요구될때는 치환공정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내었<56>
다. 치환반응의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착화제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치환반응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금속표면상에 형성되는 은막이 다공성이 되며, 평탄하지 않고/않거나 접착성이 떨어지게 된
다. 본 발명에 의하면, 도금액내의 착화제는 접착성 코팅을 형성하는데 충분한 속도로 치환반응이 진행되
도록 하고, 우수한 접착성을 제공하며, 은으로 된 보호막을 형성할때 금속표면을 잘 보호하여 산화막 또
는 다른 부식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본 발명에 의해 형성되는 은코팅의 두께는 2μm이하로, 거의 항
상 0.5μm, 그리고 대개는 0.1μm정도이다.

본 발명을 다른 응용분야(구리 분말)을 위한 양전기성이 작은 금속에 이용할 수도 있으나, 상술<57>
한 HAL공정을 위한 대체방법으로서 은보호막을 PCB상에 형성하는데 특히 유용한 것이다. 이러한 응용에 
요구되는 우수한 접착성과 더불어 본 발명은 PCB의 패드 및/또는 스루홀이 우수한 솔더링 효율을 갖도록 
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용하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금속표면은 PCB 프리커
서의 패드 및/또는 스루홀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공정에 있어서의 도금조성물과 접촉되는 도전성 금속패
드 및/또는 스루홀은 패드 및/또는 스루홀을 형성하기 위한 어떠한 공정으로도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얻어지는 코팅은 종래의 HAL공정에서 얻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표면이 <58>
균일하며, 유기 보호층에 비해 솔더링공정에 대한 내성이 우수하다. 또한, 본 발명의 공정은 니켈/금 공
정을 이용할 경우보다 비용이 덜 들고 간단하다.

후속의 부품부착단계에 있어서, 부품들은 비피복 기판상에 솔더링되며, 패드(들) 및/또는 스루홀<59>
의 금속(일반적으로 구리)과 은 및/또는 솔더와 혼합될 은이 서로 혼합될 수 있으나, 부품과의 결합시 우
수한 전기도전성과 결합강도를 갖는다. 본 발명의 공정에서 형성되는 코팅은 PCB산업, 예컨대 주석/납 주
석/은 및 주석/비스무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떠한 솔더에 대해서도 적절한 기본이 된다.

부품부착후, 본 발명의 도금층상에 부착된 부품을 갖는 기판은 종래의 니켈/금 공정을 이용하여 <60>
형성된 기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갖지 않는다.

실시예

<실시예 1><62>

50g의 EDTA와 20.4g의 고체 수산화나트륨과 이들을 용해시키기 위한 충분한 물이 혼합된 혼합물<63>
을 준비하였다. 탈이온수내와 1g의 질산은의 혼합용액을 상기 EDTA와 수산화나트륨용액을 포함하는 혼합
물에 추가하고, 탈이온수를 1리터 더하였다. 다양한 표면실장 대상물과 다양한 직경의 도금된 스루홀을 
갖는 양면 구리회로기판을 다음의 공정을 이용하여 은용액으로 코팅하였다.

기판을 IPA로 탈지(degrease)시킨 다음, Na2S2O8 (5% w/w)와 H2SO  4 (5% w/w)의 수성용액에서 1<64>
분동안 미세식각하였다. 이어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로 린스를 1분동안 수행한 후, H3PO4 5% w/w와 신

페로닉 NP9 0.1%로 1분간 산성 린스를 행하였다. 기판을 다시 한번 물로 린스한 다음, 젖은 상태로 상온
(20℃)에서 3분간 은도금 조성물에 침지시켰다. 그런 다음 은도금 조성물로부터 기판을 꺼내 1분간 물로 
린스하고 따뜻한 공기로 건조시켰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구리영역은 얇고 평평한 증착물로 코팅되었다.

코팅된 기판을 전형적인 IR솔더페이스트 리플로우 프로파일을 통과하는 3개의 통로를 지나도록 <65>
한 다음(리플로우통로에 대한 온도와 시간의 관계의 적절한 예를 도시한 도 1을 참조), NR300을 이용한 
웨이브솔더링을 행한다. 이때, 알파메탈 Alpha Metals VOC와 세척용제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솔
더로 100%매된 도금된 스루홀이 얻어졌다.

계속해서 기판을 3개의 IR리플로우 프로파일로 통과시키기 전에 24동안 40℃/93% RH에서 습윤 캐<66>
비넷내에 저장하였다. 상기 기판의 은코팅상에 약간의 부식이 나타났으나, 후속의 NR300 용제에 의한 웨
이브솔더링이 행해지는 동안 스루홀이 100% 매립이 얻어졌다.

<실시예 2><67>

40g의 N,N,N',N'-테트라카스-(2-하이드록시프로필)에틸렌디아민과 10g의 구연산을 800cm
3
의 탈이<68>

온수에 용해시켜 도금용액을 준비하였다. 이 도금용액에 100cm
3
의 탈이온수와 1g의 질산은 혼합용액을 더

하였다.  이  용액의  pH는  NaOH를  추가함으로써  pH8까지  조절한  다음,  탈이온수를  더하여  1리터로 
만들었다.

구리박편(5cmx5cmx0.1cm)을 실시예1에서 기술한 과정을 이용하여 상기 도금조성물내에서 은코팅<69>
하여 접착성의 얇은 은코팅을 얻었다.

<실시예 3><70>

800cm
3
의 탈이온수에 50g의 구연산을 용해시켜 용액을 준비하였다. 이 용액에 100cm

3
의 탈이온수<71>

와 1g의 질산은 혼합용액을 더하였다. 상기 용액의 pH를 수산화나트륨으로 4.0으로 조절하고, 탈이온수를 
더하여 상기 용액을 1리터로 만들었다. 구리박편을 실시예1에서 기술한 공정을 이용하여 은도금하여 얇고 
접착성있는 은코팅을 형성하였다.

<실시예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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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cm
3
의 탈이온수에 60g의 주석산을 용해시켜 은도금액을 준비하였다. 이 용액에 100cm

3
의 탈이<73>

온수와 1g의 질산은 혼합용액을 더하였다. 용액의 pH를 수산화나트륨으로 4.0으로 조절하고, 탈이온수를 
더하여 상기 용액을 1리터로 만들었다. 구리박편을 실시예1에서 기술한 공정을 이용하여 은도금하여 얇고 
접착성있는 은코팅을 형성하였다.

<실시예 5><74>

800mls의 탈이온수에 50g의 EDTA, 20.4g의 NaOH, 10g의 신페로닉 NP9 (ICI) 및 3g의 크로다메트 <75>
02(Croda chemicals)가 혼합된 용액을 형성하여 은도금용액을 준비하였다. 이 용액에 100mls의 탈이온수
와 1g의 AgNO3의 혼합용액을 더하였다. 이 용액의 pH를 묽은 NaOH/HNO3을 첨가하여 7로 조절하고, 탈이온

수를 더하여 용액을 1리터로 만들었다.

양면 비피복 구리기판을 실시예1에서 기술한 공정을 이용하여 상기 용액으로 코팅하였다. 3개의 <76>
IR리플로우 프로파일을 통과한 후 NR300 용제로 웨이브솔더링하는 동안 솔더에 의해 100% 매립된 도금된 
스루홀을 얻었다.

3개의 IR리플로우 프로파일을 통과하기 전에 24시간동안 40℃/93% RH에 저장한 기판에 부식의 흔<77>
적은 보이지 않았으며 웨이브솔더링이 진행되는 동안 솔더링이 잘 이루어져 스루홀이 100% 매몰되었다.

<실시예 6><78>

양면 비피복 구리기판을 실시예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혼합물용액과 공정을 이용하여 코팅하였<79>
다. 은도금액에서 기판을 꺼내어 린스한 후, 기판을 상온에서 1분간 1리터의 탈이온수와 4g 리오메트 42
의 알킬대용/트리아졸(alkyl substitute/triazole) 부식방지제(Ciba-Geigy)의 혼합용액에 담가두었다. 그
런 다음, 기판을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로 린스하고 따뜻한 공기로 건조시켜 평평하고 빛나는 은코팅을 
형성하였다.

코팅된  기판을  24시간동안  40℃/93%  RH에서  저장한  후,  3개의  IR리플로우  프로파일을 <80>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과정을 마친 기판에 부식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으며, 웨이프솔더링시 솔더링이 잘 
이루어졌다.

<실시예 7><81>

구리박편(5cmx1cm)을 실시예1,5 및 6에 기술한 바와 같은 다양한 은코팅으로 코팅하였다. 또한, <82>
상용화된 침지 Sn코팅 및 대용의 벤조이미다졸 부식방지제를 기초로 한, 즉, 구리 부식방지제를 포함하나 
은이온은 포함하지 않는 두 경쟁사들의 솔더링 효율을 보존시키기 위한 코팅을 이용하여 샘플들을 코팅하
였다. 상기 구리박편을 다양한 사전처리 리플로우 통로를 통과시켜 40℃/93% RH에서 저장한 후, NR300 용
제를 갖는 메니스코그래프(meniscograph)를 이용하여 솔더링하였다.

메니스코그래프 테스트방법은 샘플과 솔더간에 작용하는 네트포스(net force)를 측정하여 솔더링 <83>
효율을 모니터하는 것이다. 코팅층들은 평형상태의 습윤력과 이 평형상태의 습윤력의 크기에 도달하도록 
시간의 길이에 의해 평가된다. 웨이브솔더링에 있어서의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짧은 습윤력 및 높
은 평형상태 습윤력이 바람직하다.

아래의 표는 다양한 구리코팅 샘플들에 대한 초당 습윤력과 임의의 유니트에 있어서의 2초간의 <84>
침지후의 습윤력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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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5>

상기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은코팅은 Sn과 벤조이미다졸보다 짧은 습윤간과 높은 습윤력을 가지<87>
며, 이러한 특성은 습도와 열처리후에 더욱 쉽게 얻어진다.

<실시예 8><88>

64.8g의 디에틸렌트리아민 펜타아세틱산과, 23.0g의 NaOH, 14g의 표면활성제 에틸란 HB4 (Akros <89>
Chemicals) 및 2.5g의 크로다메트 02 에톡시레이티드 3°아민화합물(Croda Chemicals)과 800mls의 탈이온
수의 혼합용액을 만들어 은도금용액을 준비하였다. 이 용액에 1g의 질산은과 100mls의 탈이온수의 혼합용
액을 더하였다. 이 용액의 pH를 묽은 NaOH용액 또는 질산을 더하여 6.9로 조절하고, 탈이온수를 이용하여 
상기 용액을 1리터로 만들었다.

양면 비피복 구리기판을 실시예1에 기술된 공정에 의해 상기 용액을 사용하여 코팅하였다. 3개의 <90>
IR리플로우 프로파일을 통과한 후, 알파메탈(Alpha metals) NR300 용제를 이용하여 코팅된 기판을 웨이브
솔더링하여  100%  매몰된  도금  스루홀을  얻었다.  이와  같이  얻어진  기판에  부식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으며, 웨이브솔어링시 솔더링이 잘 수행되어 스루홀이 100% 매몰되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은보다 전기양성도가 작고 비피복 보드의 도전성 금속패드 및/또는 관통홀을 포함하는 금속 표면
을 갖는 기판상에 보호용 은코팅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기판이 방법 수행 후에 코팅되지 않고 남아있는 비금속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방법이 금속 표면을, 수성 비히클에 용해된 은이온 및 다좌배위자 착화제를 포함하고 pH가 
2 내지 12이며 은이온을 금속 은으로 환원할 수 있는 환원제를 포함하지 않는 수성 치환 도금 조성물과 
접촉시켜 금속 표면상에 은코팅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하는 기판상에 보호용 은코팅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코팅되지 않고 남아 있는 영역이 땜납-마스크 코팅된 영역인 기판상에 보호용 
은코팅을 형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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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금속 표면이 구리를 포함하는 기판상에 보호용 은코팅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착화제가 은이온보다 큰 몰량으로 존재하는 기판상에 보호용 은코팅
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은이온이 0.06 내지 32g/ℓ의 농도로 치환 도금 조성물에 존재하는 기판상에 보
호용 은코팅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착화제가 0.1 내지 250g/ℓ의 양으로 조성물에 존재하는 기판상에 
보호용 은코팅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착화제가 에틸렌디아민 테트라아세트산, 디에틸렌트리아민 펜타아세
트산 및 N,N,N',N'-테트라키스(2-하이드록시프로필)에틸렌디아민으로부터 선택되는 기판상에 보호용 은코
팅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치환 코팅 조성물이 표면활성제, 습윤제, 안정화제, 입자 정련제 및
/또는 녹 방지제를 포함하는 기판상에 보호용 은코팅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표면활성제가 1 내지 15g/ℓ의 농도로 치환 도금 조성물에 혼합되는 기판상에 
보호용 은코팅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도금 조성물이 은이온을 금속 은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환원제를 포
함하지 않고 할로겐화물이온을 포함하지 않는 기판상에 보호용 은코팅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금속 표면을 치환 코팅 조성물과 접촉시키는 과정이 분무법 또는 침
지액에서의 침지코팅법에 의해 행해지며, 초과 조성물이 방법에서 재사용되는 기판상에 보호용 은코팅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금속 표면을 10초 내지 10분간 침지 코팅 조성물과 접촉시키는 기판
상에 보호용 은코팅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은코팅의 두께가 0.5㎛이하인 기판상에 보호용 은코팅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침지 도금 단계전에 금속 표면을 산성 세척단계에서 산성 세척용액
과 접촉시켜 세척하는 기판상에 보호용 은코팅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금속 표면을 침지 도금 조성물과 접촉시키기 전에 미세식각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기판상에 보호용 은코팅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후속과정으로 은코팅된 금속표면을 린스하고 선택적으로 건조하는 
기판상에 보호용 은코팅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후속과정으로 도전 성분을 은코팅에 직접 납땜질하는 기판상에 보호
용 은코팅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18 

i) 은보다 전기양성도가 작은 금속으로 이루어진 노출된 금속 도체 트레이스와 패드 및/또는 관
통홀을 갖는 기판을 기초 또는 첨가 공정에 의해 제공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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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적어도 상기 트레이스를 절연성 조성물로 이루어진 마스크로 덮어 패드 및/또는 관통홀의 적
어도 일부를 노출시키는 단계; 및

iii) 금속 표면을, 수성 비히클에 용해된 은이온 및 다좌배위자 착화제를 포함하고 pH가 2 내지 
12이며 은이온을 은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환원제를 함유하지 않는 수성 치환 도금 조성물과 접촉시켜 노
출된 패드 및/또는 관통홀상에 은코팅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다단계의 비피복 인쇄회로기판 보드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9 

제4항에 있어서, 착화제가 은이온보다 적어도 2배 큰 물량으로 존재하는 기판상에 보호용 은코팅
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5항에 있어서, 은이온이 0.1 내지 25g/ℓ의 농도로 치환 도금 조성물에 존재하는 기판상에 보
호용 은코팅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은이온이 0.5 내지 15g/ℓ의 농도로 치환 도금 조성물에 존재하는 기판상에 보
호용 은코팅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6항에 있어서, 착화제가 10 내지 100g/ℓ의 양으로 조성물에 존재하는 기판상에 보호용 은코팅
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금속 표면을 10 내지 60℃의 온도에서 침지 코팅 조성물과 접촉시키
는 기판상에 보호용 은코팅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온도가 15 내지 50℃인 기판상에 보호용 은코팅을 형성하는 방법 .

청구항 25 

제14항에 있어서, 침지 도금 단계전에 후-린스 단계를 거치는 기판상에 보호용 은코팅을 형성하
는 방법.

청구항 26 

제15항에 있어서, 미세식각단계와 침지 도금 단계 사이에 산성 린스 단계를 추가하는 기판상에 
보호용 은코팅을 형성하는 방법.

요약

PCB의 제조에 있어서, 은도금공정에 의해 부품들을 부착하기 전에 비피복 기판의 패드 및/또는 
스루홀을 보호한다. 은이온산화된 구리와 표면에 은막을 증착하는 치환공정에 의해 도금조성물로부터 은
도금이 이루어진다. 수성 도금조성물에 있어서, 은이온은 멀티덴테이트 착화제와 혼합됨으로써 용액상태
로 유지된다. 상기 조성물은 은부식방지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은이온을 금속은으로 환원시키는 환원제
와 할로겐이온으로부터 유리되며, 비수성 용제로부터 유리된다. 표면실장부품은 상용화된 솔더에 의해 상
기 은코팅상에 직접 솔더링될 수 있다. 은은 솔더마스크상에 증착되지 않으며, 은보다 양전기성이 작은 
금속상에만 증착된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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