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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펄스 전해 증착으로 합성된 구리는 고밀도의 나노쌍정경계를 지닌 미세구조에 따라 높은 인장강도와 낮은 전기 저
항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반도체 공정의 copper 배선, 리튬이온전지의 집전체, PCB, FPCB
전도체로 사용되고 있는 전해구리박막에서 요구되고 있는 신뢰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금용
액의 온도 감소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들과 물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펄스전해도금에서 도금용액의 온도가 떨어질수
록 인장강도와 연신율은 증가하였으며, 0℃도금조건에서 펄스 전해증착으로 합성된 구리박막은 인장강도 837MPa, 연신율 
3.37%를 기록하였다.

1. 서론 

  구리의 전해 증착은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점과, 낮은 공정비용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
히 반도체공정에서의 배선공정 및 PCB에서의 도전체, 리튬2차전지 배터리에서 집전체로서 사용되고 있다. PCB의 선폭이 
줄어들고, 리튬이차전지의 활물질의 충 방전 시 부피변화가 심해지는 등 응용분야에서 요구되는 기계적 강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고밀도의 나노쌍정경계를 지닌 구리박막은 높은 기계적 강도를 지니면서 동시에 낮은 전기저항을 가지는 특징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 조절을 통해 변하는 도금 변수들을 통해 높은 밀도의 나노쌍정경계를 형성시킴으로써 높은 
인장강도를 얻음과 동시에 구리 고유의 낮은 전기 저항을 유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본론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2전극 도금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시편은 6inch- high doped silicon wafer를 사용 하였으며 시
편 크기는 44cm2 이며 동일한 크기의 이산화이리듐전극을 사용하였다. 전해 용액은 18.6MΩ급의 초순수에 1M CuSO4를 
첨가하여 사용하였으며, 95% H2SO4을 사용하여 pH 1로 적정 하였다. 사용 전류조건은  전류밀도 600mA/cm2 , On-time: 
0.15s, Off-time:1.6s이다. RDE, Overpotential, SEM, TEM, Resistivity, 잔류응력 측정이 이루어 졌으며, 인장시험은 ASTM 
E345 규격으로 진행 하였다.
  RDE 실험을 통해 40℃의 도금 용액과 0℃의 도금용액에서, 확산 계수가 2.75배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온도에 
따라 overpotential이 달라지는 모습도 확인하였다. 또한 10~70℃구간에서 온도가 낮아질수록 잔류응력이 높아지는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전기 저항은 온도에 따라 크게 차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장시험을 진행하였을 때 온도가 낮아질수록 Pusle current에서 인장강도와 연신율이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
으며  TEM image를 통해 낮은 온도에서 높은 트윈 밀도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HRTEM Image와 SAED patteren을 통해 
합성된 구리박막의 트윈의 정합성을 확인하였다.

3. 결론  

인장강도와 연신율 모두 온도가 떨어질수록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40℃에서의 확산계수는 0℃의 확산 계수에 비해 2.75

배 높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 과전압과 잔류응력은 도금용액의 온도가 저하될수록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10℃ 도금 조건

에서 40℃ 의 도금 조건보다 더 많은 양의 나노쌍정경계가 관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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