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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current density on the surface morphology and physical properties of copper

plated on a polyimide (PI) film. The morphology, crystal structure, and electric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deposited copper

foil were examin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X-ray diffraction, and a four-point probe, respectively. The surface

roughness, crystal growth orientation and resistivity was controlled using current density. Large particles were observed on the

surface of the copper layer electroplated onto a current density of 25 mA/cm2. However, a uniform surface and lower resistivity

were obtained with a current density of 10 mA/cm2. One of the important properties of FCCL is the flexibility of the copper

foil. High flexibility of FCCL was obtained at a low current density rather than a high current density. Moreover, a reasonable

current density is 20 mA/cm2 considering the productivity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copper f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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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도체 소자의 성능이 향상되고 고밀도화, 고속도화 및

다기능화 됨에 따라 각기 새로운 재료와 공정기술의 개발

을 필요로 하고 있다.1) 특히, 소자간의 전기적 연결을 위

한 금속배선 형성 공정에 있어서 접촉부 및 금속선의 선

폭이 10 µm이하로 작아짐에 따라 기존의 배선 재료와 공

정 기술을 적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2) 배

선재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전도성, 오믹접촉(Ohmic

contact)형성, 기지와의 결합력, 공정의 용이성, 신뢰성,

electromigration (EM)에 대한 내성 등 여러 가지가 있

다.2,3) 그러나 소자 크기의 감소로 인한 배선 전류밀도의

증가로 생기는 소자 구동 전압의 손실을 줄이고 배선과

기판과의 정전 용량으로 인한 신호 전달지연(RC delay)

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배선 재료의 비저항을 줄이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1,4)

현재 배선 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구리의 경우 Al의 경

우 보다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차세대 반도체 집적회

로의 상부배선 재료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5-10) 반드시 해결해야 하

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유전막

(고분자 수지)이나 Si을 통해 확산함으로써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이다.11)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확

산 방지막 및 고분자 수지와의 계면 결합력을 높이기 위

하여 Ti, Ni, Cr, W, Ta 등의 재료들이 연구되고 있다.11-14)

전해도금법은 결정 성장속도가 빠르며, 화학적 반응이 비

교적 간단하고 취급이 쉬우며 양호한 막질을 얻을 수 있

으므로 유지보수 비용도 매우 낮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15)

이러한 전해도금법을 이용하여 구리 박막 제조시 표면 형

상과 구조 및 전기적 특성은 음극 전압, 전류밀도, 첨가

제, 전해액의 조성과 같은 다양한 도금 변수에 영향을 받

는다. 또한 어떤 금속을 기지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구

리 핵 생성 및 결정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동일 금속을

사용하는 경우에라도 기지의 표면 상태에 따라 전착층의

표면형상 및 결정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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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6-1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폴리이미드 베이스 필름 위

에 스퍼터 방식을 이용하여 seed layer 형성한 후 전해

도금법을 이용하여 배선금속을 전착하였다. 이때 전류밀

도를 달리하여 전착층의 결정구조 및 전기적 특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2. 실험 방법

플라즈마 표면처리를 하기 위하여 38 µm 두께의 폴리이

미드 필름 (Kapton E, Du Pont, U.S.A.)을 플라즈마 장치

의 챔버속에 장입한 다음 초기진공을 2 × 10−2 torr 이하로

떨어뜨린 후 99.999%의 N2 기체를 100 sccm으로 흘려 압

력을 1.5 × 10−1 torr로 유지하게 하였다. 플라즈마 처리는 RF

플라즈마 장치를 이용하여 500 W, 5분간 실시하였다. 스

퍼터 공정은 니켈과 구리 모두 RF 마그네트론 스퍼터

(Magnetron Sputter)를 이용하여 PI필름 위에 니켈은 50 nm

로 구리는 200 nm로 증착하였으며, 전해도금은 1000 mL의

전해액을 이중 비이커를 이용하여 도금이 진행되는 동안

50oC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전해액의 조성은 Cu 50 g/L,

H2SO4 100 g/L 이었으며, 반응 촉진제인 첨가제 A를 20

ppm, leverler인 첨가제 B를 100 ppm을 첨가하였다. 전류

밀도를 10~25 mA/cm2 로 증가시키면서 10 µm두께의 구

리층을 형성하였다. 구리 전착층의 표면형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SEM, JSM-5900, JEOL, Japan)을

사용하였으며, 결정구조를 관찰하기 위하여 XRD (Dmax

III-A type, Rigaku Co., Japan)장치를 이용하였다. 표면조도

와 비저항을 측정하기 위하여 표면조도 측정기(SV-3000M4,

Mitutoyo, Japan)와 four-point probe (CMT-SR1000N, AIT,

Korea)장치를 사용하였다. PI 필름과 금속층간의 계면 결

합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만능시험기(Instron 5569, Instron,

U.S.A)를 이용하여 T-peel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전

류밀도에 따른 물성 영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Minitab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전해액 조성 50/100, 전해액 온도 50oC, 첨가

제 A 20 ppm, 첨가제 B 100 ppm을 첨가한 전해액을 사

용하여 전류밀도를 달리 하여 구리 전해도금한 표면을

SEM장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류밀도가 증가되

면서 전착층 표면의 결정들의 크기가 증가 되면서 표면 요

철이 심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표면의 거칠

기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전류밀도 증가함에 따라 표면

의 큰결정의 수와 크기가 증가되면서 표면 거칠기가 선형

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Fig. 3은 전착층의 결정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XRD 장

치를 이용하여 측정된 결과이다. 전해도금시 전류밀도의 증

가함에 따라 (111), (200) peak이 감소하고 (220) peak이

증가하였다. 좀더 구체적인 결정방위에 대하여 알아 보기

위하여 Yoshimura 등5)이 제안한 orientation index (M)을

통하여 평가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111)면을 갖는 시

편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orientation index (M)를

계산되었다.

IFR(111) = IF(111)/{IF(111) + IF(200) + IF(220) + IF(311)}

IR(111) = I(111)/{I(111) + I(200) + I(220) + I(311)}

M(111) = IR(111)/IFR(111)

IF(111)은 JCPDS cards 에서의 XRD 강도이며 I(111)은

실험값이다. 만약 M 값이 1보다 큰 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111)면에 평행한 우선방위를 가지는 것이고, M 값

Fig. 1. SEM micrographs of 10 µM thickness copper foil deposited on the various current density; (a): 10 mA/cm2, (b) 20 mA/cm2 and

(C) 25 mA/cm2.

Fig. 2. Surface roughness (Rz) of 10 µM thickness copper foil

deposited on the various current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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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우선방위가 감소한

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류밀도 증가는 주성장 방향을 (111)

면에서 (220)면으로 변화를 야기 시키며 이러한 현상은 전

류밀도 20 mA/cm2에서 25 mA/cm2로 증가되면서 급격하게

진행 되었다. 이러한 결정구조의 변화는 전착층의 표면의

형상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Fig. 5는 전류밀도 증가에 따른 구리 전착층의 비저항

을 측정한 결과이다. 전류밀도가 증가되면서 구리 전착층

의 비저항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벌크상태의

구리의 비저항 1.67 µΩ-cm 에 대하여 매우 높은 수치이

다. Kuan 등19)에 따르면 표면 거칠기를 상수 S를 근사

식에 사용하여 전기 비저항 값을 산출 할 수 있다고 제

안하였다. 이 S는 실험에 근거를 둔 상수로 1보다 크며

표면산란에 관한 식에 곱해서 나타낸다. Kuan 등이 제안

한 식 1에 따르면 표면 거칠기 S가 증가할수록 전기 비

저항은 증가한다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결과와 일

치하였다. 표면조도 및 비저항이 동일 현상으로 전류밀

도가 증가되면서 선형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

다. 또한, 결정립의 주성장 방위가 (111)에서 (220) 방위

로 변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정방위와의 상관관계에 대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1)

Fig. 6은 기지층의 PI 계면과 금속층과의 계면 결합력

을 측정한 결과이다. 전류밀도가 증가되면서 박리강도는

증가하였다. 전류밀도가 증가하면 결정립의 크기가 감소

되고, 금속층의 경도가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소성

변형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박리강도는 계면에서의 결

합력과 소성변형에너지로 구분되는데 전류밀도에 의한 박

리강도 증가는 후자의 소성변형에너지의 영향이 지배적이

라 생각된다.

Fig. 7은 구리 전착층의 유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굴

곡성 테스트한 결과이다. 전류밀도의 증가로 인하여 결정

립의 크기 감소와 표면에서의 큰 결정들에 의한 영향으

로 전착층의 굴곡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FCC 결정구조인 구리의 경우 슬립면인 (111) 면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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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rface XRD spectra measured on the electrodeposited

copper surface for the various current density.

Fig. 4. Orientation index (M) of copper foil on the various current

density.

Fig. 5. Resistivity of copper foil on the various current density.

Fig. 6. Peel strength of PI/Ni inte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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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감소로 인한 결과라 생각된다. 

4. 결  론

FCCL 제조를 위하여 전해도금시 전류밀도에 의한 구

리 전착층의 표면의 형상과 기계적, 전기적인 특성에 관

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PI 계면과 금속층간의 계면 결합력을 향상시키기 위

한 방법으로써는 전착층 형성시 전류밀도를 높게 유지 하

기 보다는 저전류를 이용하여 전착을 하는 것이 유리 하

리라 생각된다. 

2. 전류밀도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결정들의 주성장방위

를 (111)방위에 평행한 방향으로 성장 시킴으로써, Electro-

migration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며, 표면조도 또한 고

전류밀도 보다 저전류밀도에서 낮고 이로 인하여 전착층

의 비저항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3. FCCL 에서 중요시 요구하는 물성중의 하나는 전착

층의 유연성이다. 전착층의 높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높은 전류로 구리전착층을 형성하는 경우 보다 저

전류를 이용하여 전착층을 형성하는 경우에 좀더 높은 유

연성을 가진 전착층이 형성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구리 전착층을 형성하

기 위한 전류밀도로는 10 mA/cm2 로전착층을 생성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전류밀도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연속생산

시 생산성 저하의 문제가 야기 되기에 전류밀도는 20 mA/

cm2 정도로 전해도금을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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