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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PCB,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산업계 전반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전기 동도금액을 대상으로 억제제
(Suppressor), 가속제(Accelerator), 레벨러(Leveler) 역할의 첨가제에 대한 전해질 내 반응 경향성을 전기화학적으로 평가하
였다. 억제제의 경우 potential이 환원방향으로 증가하여 환원전류가 억제되는 양상의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가속제는 억제
제와는 반대로 환원전류가 촉진되는 양상을 보였다. 레벨러의 경우 첨가 농도에 따라 두 가지 특성이 모두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첨가제들은 각각 그 역할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며, 본 연구결과는 전해질의 개발이나 액관리에 있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서론 

전기동도금은 PCB,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산업계 전반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 
동도금액도 마찬가지로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외산이 거의 전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국산은 아직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
하다. 특히 고집적화, 소형화, 경량화 제품의 적용을 위하여는 제품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전해질의 개발과 개량이 적극
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도금액 내 조성물간의 근복적인 화학적 메커니즘의 이해가 필수적이며, 본 연구는 이의 일
환으로 액내 금속과 첨가제들 간의 영향성에 대하여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2. 본론

본 연구 평가에 사용된 동도금 전해액의 기본 조성액(VMS; Virgin makeup solution)은 황산(H2SO4)과 구리이온(Cu2+)의 비율
을 10:1로 하고 Cu2+ 18.75g/l, Cl- 이온의 농도는 50ppm으로 제조한 액을 사용하였다. 전기화학적 분석법으로 potentiostat
를 통한 금속 및 첨가제에 따른 CV(Cyclic voltammetry)으로 전해질을 평가하였고, 사용된 첨가제중 억제제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PEG(Poly ethylene glycol, M․W 600)을 사용하였으며 가속제는 SPS(Bis(3-sulfopropyl)disulfide disodium)를 사용
하였고, 레벨러는 Janus Green B를 사용하였다. 농도별로 첨가하여 분극 및 한계전류값을 비교하였다. 

3. 결론 

전기화학적 cyclic voltammetry 측정결과 억제제 농도가 증가하면 VMS에 비하여 분극(E0`:potential)은 환원방향으로 증가하
고 한계전류값(A)은 증가된다. 환원전류는 억제효과를 의미한다. 즉, PEG 첨가시 base액에 비해 potential이 환원방향으로 
증가하여, 환원전류가 억제되는 양상 보인다. Base액에서보다 더 큰 과전압 요구 (PEG = suppressor 역할)되며, 농도가 증
가할수록 분극되는 량(E0:potential)은 커진다. PEG 농도증가는 환원전류 억제효과로 더욱 큰 과전압이 요구됨을 알 수 있
으며, 200~300ppm 이상 첨가시 분극(E) 및 한계전류(A)의 증가 정도가 줄어 억제효과가 감소하였다. 농도가 증가할수록 
ipc(A)(point-d, 한계전류)의 값이 증가. 즉, 석출을 위한 해당  potential에 도달하기 위하여 높은 current가 요구된다. 반면, 
가속제는 반대로 potential이 산화방향으로 증가되어 환원에 대한 동 석출이 쉽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레벨러는 농도에 
따라 억제제와 가속제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분극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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