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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기화학 성능이 우수하고 고내구성 고속 구리 전해도금용 DSE를 개발하기 위해 전기화학적 특성이 좋은 백금족 

산화물의 조성비, 전처리 등의 공정으로 전극을 제조한 후, 고 전류밀도 조건에서 구리 전해도금을 실시하여 유기첨가제 

소모율을 측정하여 최적의 전극제조 공정 조건을 확보하였다. 최적조건의 전극과 시제품 전극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상용 

DSE와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내구수명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1. 서론

  불용성전극 (Dimensionally Stable Electrode, DSE)은 전기도금, 난분해성 오폐수처리, 해수정화 등 다양한 전기화학 기반 

산업에 사용되며, 높은 전기화학반응성 및 내구성을 가지는 DSE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DSE의 전기화학적 성능 및 내구성

은 전극 소재 전처리, 귀금속 산화물 조성, 코팅 두께, 소결 온도 등의 전극제조 공정인자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 전기도금용 전극의 성능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백금족 산화물의 조성비, 전극기판 전처리 등

을 통해 DSE를 제조하여 전극 성능 및 내구성을 평가하였다. 

2. 본론 

  고속 전해도금용 DSE의 성능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극 기초소재의 전처리, 백금족 산화물 종류 및 조성, 코팅 

층 두께 제어, 소결 온도 등의 공정조건으로 전극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DSE의 표면 형상, 성분 및 코팅층의 두께는 각각 

주사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및 집속 이온 빔(Focus Ion Beam)을 이용해 관찰하였다. 제조된 전극으로 

고 전류밀도 조건에서 구리 전해도금을 수행한 후 전해액 내 유기첨가제량을 총 유기탄소 분석기 (Total Organic Carbon 

Analysis)로 정량 분석결과 전극 코팅소재 중 이리듐 함량이 증가할수록 전해액 내 유기첨가제 소모율이 증가하였다. 구리 

전해도금 공정에서 실제 인가 전류밀도 공정조건보다 100배의 전류밀도를 인가하여 전극의 가속수명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극소재 전처리 후 전극 수명이 최대 10배가 증가하였다.

3. 결론

  귀금속 코팅 산화물의 종류 및 조성별로 제조된 DSE로 구리 고속 전해도금을 수행하여 DSE의 전기화학적 성능을 평가한 

결과 이리듐 성분이 증가할수록 구리 전해액 내 유기첨가제 소모율이 증가하였다. 전극 소재 전처리 후 귀금속 산화물을 코

팅한 전극의 내구성 시험결과 상용 DSE와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내구수명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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