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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휴대폰의 카메라 모듈 내에 정렬된 카메라 렌즈들은 일반적으로 검은색 폴리머 스페이서(spacer)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분리

된다. 그러나 카메라 모듈이 계속 얇아지고 삽입되는 렌즈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볼 때, 렌즈들을 분리해주는 

스페이서의 기계적 특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기존 폴리머 스페이서의 대체재로서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가진 구리

(Cu) 소재가 고려되고 있는데, 특히 표면에 고유한 흑색 구리(II) 산화물(CuO)을 형성하여 빛의 간섭을 줄이고 플레어(flare) 
현상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이서로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과 특허들을 분석 및 정리하여 표준 

구리 흑화 공정과 공정 조건을 제시하였다. 전체 공정은 수세(cleaning), 탈산화(deoxidizing), 활성화(activation), 흑화

(blackening), 그리고 안정화(sealing)의 단위 공정들로 구성되는데, 각 단위 공정의 온도 및 활성화 용액의 농도 등의 공정 변

수가 구리 시료(strip)의 흑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표준 공정 조건은 색차계로 측정된 구리 시료의 흑화도가 품질

만족(on-spec.) 조건에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주제어 : 흑화 공정, 흑색산화피막, 구리(II) 산화물(CuO), 스페이서, 카메라 모듈

Abstract : Black polymer spacers are currently used for physically separating aligned camera lenses in camera modules of mobile 
phones. However,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polymer spacers have their limits, especially in the current trend of using more 
lenses in thinner camera modules. Thus, copper (Cu) becomes a good candidate for those polymer spacers because of its superior 
mechanical properties and its inherent blackness due to its black surfaced oxides, such as copper (II) oxide (cupric oxide, CuO). 
The latter property is critical in quality control because the closer the color of a spacer is to black, the less light interference and 
flaring phenomena can occur. A standard Cu blackening process and its operational conditions were proposed in this study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and patents. The Cu blackening process is composed of cleaning, 
deoxidizing, activating, blackening and sealing. The effects of operational parameters, such as the temperature of each unit 
process and the activator concentration, were then investigated by measuring the blackness of the Cu strips with a colorimeter. 
The proposed operational conditions were determined by whether the blackness of Cu strips was within the on-spec. value used in 
the field.

Keywords : Blackening process, Black oxide, Cupric oxide (CuO), Spacer, Camera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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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뉴 밀레니엄 이후 카메라의 대중화는 성능 발전과 함께 눈부

시게 빨랐다. 이에 발맞추어 스마트폰(또는 모바일폰) 카메라 

성능과 개수도 함께 개선되고 있는데,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

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5월에는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 중 

싱글 카메라 채택률이 62%였다. 반면 올해 5월 전세계 스마트

폰 판매량 중 싱글 카메라를 채택한 기종이 36%, 듀얼 카메라

를 채택한 기종이 44%, 트리플 카메라를 채택한 기종이 18%
에 달할 정도로 멀티 카메라 채택률이 증가하고 있다[1]. 한편 

최근 중화권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아예 카메라에 올인(all-in)
하는 전략으로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

지 애널리틱스’는 소비자들이 구매한 스마트폰의 만족도를 결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처리 속도나 디자인보다 카메라

로 분석할 만큼 카메라의 중요성이 점점 더 크게 대두되고 있

다[2]. 이렇게 카메라의 사용량과 품질의 중요성이 확대될수록 

카메라 부품 시장의 수요도 높아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 

부품 중 하나인 스페이서의 소재에 관심을 가졌다. Figure 1과 

같이 스마트폰 카메라엔 평균 4 ~ 5개의 렌즈가 들어가는데, 이 

렌즈들이 맞물려 발생하는 손상을 방지하고 빛이 통과하면서 

간섭으로 인해 사진이 흐리게 보이거나 잔상으로 얼룩지는 플

레어(flare)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흑색 스페이서(spacer)를 사

용한다[3].
현재 스페이서의 소재로는 폴리머(polymer)를 사용하는데, 

폴리에틸렌(PE) 필름 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과 같은 시트(sheet)에 의해서 형성되고 그 표면에는 블랙 

카본 코팅 등과 같은 코팅층이 형성된다. 그런데 폴리머 소재

가 충격에 의해 눌리거나 손상되면 기존의 가지런한 렌즈의 배

열을 흐트러뜨리게 되고 그로 인해 사진의 화질이 저하되거나 

이물질이 보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카메라 모듈 자체

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성

질(mechanical property)이 폴리머보다 우수하면서도 표면이 산

화되면 쉽게 검은색으로 변하여[5] 빛의 반사에 의한 플레어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리를 폴리머의 대체 소재로 고려해 

보았다. 
구리 흑화 중 흑색 산화피막(CuO) 형성과 이에 대한 반응식

은 다음과 같다.

Cu + NaOH + 2H2O → Cu(OH)2 + NaOH + H2 (1)

2Cu(OH)2 + Na2S2O8 → 2CuO + 2H2O + 2NaHSO4 (2)

흑화 피막은 일반적으로 Cu2O (붉은색)와 CuO (검은색)가 

혼재되어 있으며 용액의 농도, 온도, 시간 등의 조정을 통해 

Cu2O와 CuO의 비율, 색상, 결정구조 등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

하다[6,7]. 흑화된 구리를 카메라 스페이서로 사용하기 위해서

는 높은 흑화도와 최소화된 산화피막의 두께가 중요한데, 흑화

가 잘 될수록 필요하지 않은 빛을 흡수하여 카메라의 화질이 

더욱 선명해지고 산화피막의 두께가 얇을수록 더욱 많은 렌즈

와 스페이서의 중첩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8-10]와 여러 공개된 특허

[11-18]를 분석 및 정리하여 구리의 표준 흑화 공정을 구성하

였고 주요 반응조건(온도, 농도, 안정제의 양)에 대해 흑화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여 구리 흑화 공정의 표준 공정 조건을 

제시하였다. 흑화도는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현장에

서 사용되는 품질만족(on-spec.) 조건의 만족 여부를 통해 공정 

조건을 평가하였다.

2. 실 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표준 흑화 공정은 선행연구[8-10]와 

특허[11-18]로부터 조합해 구성한 공정이며 수세(cleaning), 탈

산화(deoxidizing), 활성화(activation), 흑화(blackening), 안정화

(sealing)의 총 다섯 단계를 거친다. Table 1에 흑화 공정조건에 

대한 특허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고 Figure 2에 전체 공정도와 

공정 조건을 나타내었다. 한편 수세 공정은 구리의 표면을 깨

끗하게 세척하는 탈지과정(degreasing)으로 전체 공정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 탈산화 공정은 구리 시료 표면에 형성

되어 있는 자연산화막(native oxide layer, Cu2O)을 제거하는 과

정이고, 활성화 공정은 탈산화 공정에 사용된 용액에 의한 오

염방지 및 후공정인 흑화 공정의 표면반응을 위해 시드(seed)
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흑화 공정은 전체 공정의 핵심으로 흑

색 산화층(CuO)을 형성하는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안정화 공정

에서 형성된 산화층을 전기화학적으로 보호(passivation)하면서 

공정이 마무리된다.
실험에 사용된 구리는 주석과의 합금(Cu41Sn11) 형태로 순도 

99.98%, 0.02 mm (20 µm)두께의 시트(Nilaco Corp., Tokyo)이
며 1 cm × 1 cm 크기로 잘라서 사용하였다. 한편 Table 2에는 

Figure 2에 나와 있는 원액(crude solution)의 제조에 사용된 물

질들의 조성을 정리하였다. 원액 제조에 사용된 물질들은 모두 

동일한 회사(Nilaco Corp.)에서 구매하여 별도의 정제 없이 그

대로 사용하였다. 참고로 탈산화 공정에는 10 wt.%의 황산이

나 25 wt.%의 염산이 대신 사용될 수 있으며, 안정화 공정의 

원액 중 나프텐산망간(manganese naphthenate) 대신에 동일한 

양의 나프텐산바륨(barium naphthenate, 2 (C11H7O2)Ba)을 사용

할 수 있다.

Figure 1. A lens module in a mobile phon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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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실험을 통해 구리의 흑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

출해 본 결과 각 단위공정의 온도와 활성화 공정의 원액 농도, 
그리고 안정제의 첨가 유무였다. 따라서 수세와 탈산화 공정의 

온도(T1)와 활성화와 흑화 공정의 온도(T2)를 각각 연동시켜 

변화시키며 구리의 흑화도를 관찰하였고, 활성화 공정의 원액 

농도 증가에 따라 구리의 흑화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

였다. 그리고 안정제로 인산나트륨(Na3PO4)[18]을 흑화공정에 

첨가해서 구리의 흑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흑화된 구리표면의 미세구조와 결정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MIRA3 FE-SEM, TESCAN)과 X선 회절 분석

법(X’Pert MPD, Philips)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

표인 흑화도는 색차계(colorimeter, RTC-21, Ikegami)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결과 및 고찰에서 설명한다.

3. 결과 및 고찰

정상적으로 흑화가 이루어진 시료는 Figure 3(a)과 같이 육

안으로 보기에도 매우 고르게 짙은 검은색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흑화된 표면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Figure 3(b)와 3(c)) 산화구리(CuO)의 특징적인 뾰족한 가시

(spike) 형태[19]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략 ~ 0.5 µm 두께를 이

루고 있다.
한편 X선 회절 분석법에 의해서도 Figure 4에 나와 있듯이 

시료로 사용된 주석과 구리의 합금(Cu41Sn11, JCPDS#: 03-065-
7047)이 확인되며 표면에 얇게 형성된 관계로 강도(intensity)는 

작지만 산화구리(CuO, JCPDS#: 01-080-0076)의 피크도 명확하

게 관찰할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화층의 

두께도 구리를 스페이서로 사용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나 

Figure 3에서 보듯이 두께가 ~ 0.5 µm로 시료로 사용된 구리 

시트가 20 µm 두께인 점을 고려하면 양쪽 면(앞, 뒤)을 합해도 

약 5% 수준이다. 따라서 여기서 더 줄이기 위한 노력은 실용적

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흑화 정도를 평가할 때는 일반적으로 CI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국제조명위원회) LAB을 사용하는

데 CIE LAB 색 공간은 균일한 색 공간 좌표로써 눈과 매우 근

사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

는 색 공간이다. CIE LAB에서의 색 좌표는 L*, a*, b* 로 표시

하게 되며 L*는 명도, a*는 붉은색(red)와 녹색(green)의 정도, 
b*는 노란색(yellow)와 파란색(blue)의 정도를 나타내는 입체 

좌표이다. 명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L이며 L* = 100은 흰색에 

가깝고 L* = 0은 검은색이다. 이 공간에서 색의 차이란 구에 

가까운 색 공간에서의 두 색의 위치 간의 입체적인 거리이다. 
따라서 입체적 거리 차이가 많이 나면 색 차이가 많은 것이고 

Table 1. Summary of patent analysis on the Cu blackening process conditions

Process Temp. (℃) Duration Solution
[11] Blacken 70 ~ 80 2 ~ 3 min 48-52% NaCl + 40-50% NaOH + Na2PO4 (handful)

[13]

Pre-dip Room 1 min 30 wt.% BF300A (Kensco, surface activator) + 70 wt.% DW (deionized water)

Blacken 80 1 min 55 wt.% BF400A (Kensco, oxidant) + 25 wt.% BF400B (Kensco, base) 
+ 20 wt.% DW

Post-dip 45 1 min 20 wt.% BF300A (Kensco, reducing agent) + 10 wt.% BF500B (Kensco, base) 
+ 70 wt.% DW

[14] Blacken 55 2 min 40 g sodium persulfate + 90 g NaOH + 1g p-phenolsulfonic acid 
+ 1g koremul-LB (nonionic surfactant) + 1 L DW

[15] Blacken 40 ~ 90 0.5 ~ 10 min 30-100 g chlorite + 10-30 g NaOH + 0.1-10 g H2NaPO4 + 0.01-10 g HCl 
+ 0.2-10 g amino acid + 0.1-0.4 g ethylene glycol + 0.1-10 g Cu2P2O7

[18]
Deoxidize 20 ~ 50 10 ~ 60 s 10-50% dilute solution of crude solution
Blacken 70 ~ 90 3 ~ 15 min NaOH + NaClO2

Figure 2. Standard Cu blackening process and its process conditions 
propo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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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적으면 비슷한 색으로 본다. 이러한 색 차이(색차)를 

DE (= (DL*2 + Da*2 + Db*2)1/2)로 표시하나 이번 연구에선 흑

화 정도가 중요하므로 색차를 목표로 하지 않았고 대신 L* 값
을 현장에서 품질만족(on-spec.) 기준으로 제시한 < 10로 두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데이터는 a*와 b*가 각각 < ± 2.5 안에 드

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 채택하였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Figure 5에 그림을 추가하였으며 빨간색 점선 사각형

(Figure 5(b)) 내부의 값들이 분석에 사용된 유효한 값들이다. 
그림에서 L*는 (a* × b*) 도메인에 수직인 방향으로 앞쪽이 L* 
= 100 (흰색)을 향하고 뒤쪽이 L* = 0 (검은색)을 향한다.

공정 조건이 구리의 흑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첫 단계로 공정온도를 변화시켜 보았다. Figure 6에 나와 있듯

이 수세와 탈산화 공정의 온도를 T1, 활성화와 흑화 공정의 온

Table 2. Compositions of crude solutions

Crude solution Ingredients Chemical formula Amount

Cleaning
Water H2O 1 L

Sodium hydroxide NaOH 357 g
Sodium gluconate C6H11NaO7 71 g

Deoxidizing
Water H2O 1 L

Sodium bisulfate NaHSO4 76 g
Sodium floride NaF 20 g

Blackening
Water H2O 1 L

Sodium chlorite NaClO2 467 g

Sealing
Manganese Naphthenate (C11H7O2)2Mn 15 g

Xylene C8H10 5 g
Solvent naphtha - 80 g

(c)

(a)

(b)

Figure 3. Blackened Cu strip (a) and its microscopic surface morphologies with top (b) and side (c) views.

Figure 4. XRD patterns of blackened Cu strip with distinctive 
peaks of Cu41Sn11 and CuO.



  휴대폰 카메라 렌즈 스페이서 적용을 위한 구리의 흑화 21

도를 T2로 표기하여 연동시켰고 각각 두 가지 온도(T1 = 83 & 
93 ℃, T2 = 70 & 83 ℃)에 대해 L* 값을 측정해 보았다. 
Figure 2의 표준 조건에서 T1, T2는 각각 70, 93 ℃인데, T1의 

온도는 올려보고 T2의 온도는 내려보며 어떻게 구리의 흑화도

가 달라지는지 관찰했다. 흑화도와 L*값은 서로 반비례의 관계

를 가지므로 데이터 상으로는 T1, T2가 각각 83, 70 ℃일 때 상

대적으로 흑화도가 높았지만 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

로 품질만족 기준인 < 10을 만족하였다. 좀 더 극적인 비교를 

위해 상온에서 반응을 진행해 보았는데 거의 흑화가 이루어지

지 않았고, 100 ℃ 이상에서도 상온과 마찬가지로 흑화도가 낮

았다. 상온과 같이 낮은 온도에서는 반응을 개시하기 위한 에

너지가 충분하지 않고, 100 ℃ 이상의 고온에서는 용액 중의 

물의 상변화(기화)가 반응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실험에서 고려한 70 ~ 93 ℃ 반응 온도 범위에서는 큰 무리 없

이 흑화가 잘 이루어졌다.
다음은 Figure 7과 같이 활성화 공정의 원액(crude solution)

의 농도(또는 양)를 증가시켜 가며 흑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해 보았다. 활성화 공정에 사용되는 전체 용액 중에 원액의 

양을 Figure 2에 표시된 표준량에서 각각 2배(2×), 3배(3×) 증

가시켰는데, L* 값이 같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활성

화 공정에서 사용하는 원액은 흑화 공정에서 사용하는 원액과 

동일한 용액이나 흑화 공정에 비해 그 양을 매우 작게(< 0.1%) 
첨가한다. 일반적인 기판공정에서 활성화 공정은 본격적인 피

막 형성 공정에 앞서 시드를 형성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시드를 중심으로 피막 형성 공정에서 빠른 속도로 피막이 형성

된다. 마찬가지로 흑화에서도 저농도의 활성화 공정에서 적절

(a)  

+a*-a*

+b*

-b*

(b)

Figure 5. (a) 3D CIE LAB color space [20] and (b) (a* × b*) domain in CIE LAB color space with a rectangular inset of data selection range.

T1 (℃) 93 93 83 83
T2 (℃) 70 83 70 83

L* 14.96 7.68 6.72 8.61

Figure 6. Effect of process temperatures on the Cu blackness (T1: 
the temperature of cleaning & deoxidizing processes, T2: 
the temperature of activation & blackening processes).

Ratio of the amount of crude solution 
to total solution 1× 2× 3×

L* 4.35 7.06 9.55

Figure 7. Effect of solution concentration in the activation process 
on the Cu bla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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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포로 표면에 산화구리(CuO) 시드가 형성되고, 고농도의 

흑화 공정에서 뾰족한 형태의 산화구리(CuO) 결정이 시드를 

중심으로 종방향(vertical)과 표면의 횡방향(lateral)으로 빠르게 

성장한다. 따라서 활성화 공정의 용액 농도가 증가할수록 산화

구리(CuO) 시드가 더 많이 촘촘하게 표면에 분포하게 되고 흑

화 공정에서 산화구리 결정이 표면을 빠르게 덮어버리면서 오

히려 적절한 두께(혹은 높이)의 산화층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흑화 공정의 원액의 농도도 증가시켜 보았

으나 L* 값이 6.7 ~ 7.7 사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로

부터 활성화 공정이 전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key 
process)임을 알 수 있다.

특허[18]에 ‘인산나트륨(Na3PO4)을 안정제로 첨가하여 아염

소산나트륨(NaClO2)과 수산화나트륨(NaOH) 간에서의 완충작

용으로 산화 반응을 촉진하면 더 효과적이다’라는 설명에 따

라 흑화 공정에 인산나트륨을 첨가하면서 구리의 흑화도 변화

를 관찰하였다. 전반적으로 L* 값이 < 5.6으로 품질 만족 기준

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안정제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최소의 양(예, 0.2 g)을 첨가하여 공정을 

운전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이다. 활성화 공정에도 인산나트륨

을 안정제로 첨가해 보았는데 Figure 8과 같이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4. 결 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특허분석을 통해 카메라 렌즈 모듈의 

스페이서로 사용 가능한 소재로서 흑화된 구리를 제조하는 표

준 공정과 표준 운전조건을 제시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

다. 표준 조건에서 뾰족한 가시(spike)형태의 산화구리(CuO)층
이 표면에 ~5 µm 두께로 잘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X선 회

절 분석법으로도 산화구리(CuO) 결정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공정 운전조건이 구리의 흑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1) 공정 온도가 구리의 흑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

과 70 ~ 90 ℃ 범위에서는 구리의 흑화가 무리없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거의 모든 온도의 조합에서 흑화도 L* < 10의 

품질만족(on-spec.) 조건을 달성하였다.
(2) 전체 공정에서 활성화 공정이 가장 중요한 공정으로 판

단되며 용액의 농도 조정이 중요하다. 용액의 농도를 증가하면 

할수록 후공정인 흑화 공정의 산화구리(CuO) 결정성장에 중심

이 되는 시드(seed)가 표면에 높은 밀도로 형성되어 오히려 적

절한 두께의 산화구리 피막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안정제로 인산나트륨(Na3PO4)을 흑화 공정에 첨가하였는

데, 그 첨가량이 구리의 흑화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최소량(예, 0.2 g)의 사용으로 경제적인 

운전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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