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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work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lectrodeposition conditions on the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opper thin films. The microstructure of electroplated Cu films was found to be highly dependent on

electrodeposition conditions such as system current and current density, as well as the bath solution itself. The current density

significantly changed the preferred orientation of electroplated Cu films in a DC system, while the solution itself had very

significant effects on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in a pulse-reverse pulse current system. In the DC system, polarization at

high current above 30 mA, changed the preferred orientation of Cu films from (220) to (111). However, Cu films showed (220)

preferred orientation for all ranges of current density in the pulse-reverse pulse current system. The grain size decreased with

increasing current density in the DC system while it remained relatively constant in the pulse-reverse pulse current system. The

sheet resistance increased with increasing current density in the DC system due to the decreased grain size.

Key words Cu films, electrodeposition,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1. 서  론

최근 전기전자부품이 경박단소화 됨에 따라 배선소재

로 사용되는 구리의 신뢰성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

다. 집적회로의 배선폭이 줄어들고 배선길이는 증가하였

으며 층상구조도 복잡해져 공정의 난이도가 증가하였다.

전기전자부품용 구리박막은 기계적, 전기적, 열적 신뢰성

이 우수해야 하며 이러한 물성은 미세조직에 영향을 받

는다. 결정립 크기에 따라 강도 및 연성이 변화하며,1,2)

결정방위 및 결정립계의 특성은 전기전도도, 부식 및

electromigration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3-5) 연성인쇄회로

기판의 유연성(flexibility)을 결정하는 구리박막의 내굴곡

성(bending resistance)은 결정립 크기 및 결정립계의 특

성에 의해 변화한다.6,7) 따라서 결정방위 분석 및 결정

립 크기분석은 전기전자부품용 구리박막의 신뢰성을 평

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구리 전기도금은 저렴한

공정비와 빠른 증착속도로 생산성이 높다는 장점을 갖

고 있다. 하지만 초등각 전착을 위해 사용된 유기물 첨

가제가 도금층 내에서 불순물로 작용함으로써 박막의 성

질을 변화시키므로 유기물 첨가제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양을 줄여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일정한 주파수

와 파형을 갖는 pulse 전기도금이 연구되고 있다.8) Pulse

전기도금은 기존의 DC전원을 사용했을 때 모서리부분에

서 발생하는 current crowding effect를 방지할 수 있다.

Pulse 전기도금은 막의 전착주기와 역으로 반전되어 막

의 에칭이 발생하는 주기로 구성되고 적절한 파형을 채

용함으로써 초등각 박막을 전착할 수 있다.9)

본 연구에서는 구리 박막의 전기도금을 진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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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금에서 전류원 및 전류밀도에 따라 형성되는 구

리 박막의 미세결정의 구조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

한 미세구조 변화가 구리 박막의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찰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DC와 pulse 전류원 및 전류밀도에 따

른 구리 박막의 미세조직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

하였다. 구리도금액의 조성은 0.5 M의 황산구리와 1 M

황산 용액을 이용하였다. 도금을 진행할 기판으로 무작

위(random) 배향성을 가진 copper clad laminate(CCL)

을 사용하였으며, 시편의 크기는 1 × 1 cm2으로 제작하였

다. 구리 전해도금 공정은 대기 조건에서 행해지므로 구

리 seed layer가 대기에 노출되어 표면에 구리 산화 피

막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전해액 내에 기판을 삽입

하기 전에 5 vol.% H2SO4 수용액에 1분 동안 산세처리

를 하였다.

대기압 상온에서, 자석젓개를 이용하여 교반해 주었다.

DC와 pulse 전류를 이용하여 각각 10 mA/cm2, 20 mA/

cm2, 25 mA/cm2, 30 mA/cm2, 40 mA/cm2, 50 mA/cm2의

총 6가지 전류밀도를 적용하였으며, 도금 두께는 약 25

µm가 되도록 도금을 진행하였다. 

구리 박막의 미세조직과 우선배향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FE-SEM)과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EBSD)를 이용하였다.

EBSD를 측정하기 위해 0.05 µm colloidal silica 현탄액

으로 기계적인 연마를 시행하였으며, 기계적인 연마로 발

생한 응력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이온밀링을 진행하였

다. 우선배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X-ray diffrac-

tometer(XRD) θ-2θ scan을 진행하였다. XRD는 측정된

값들을 ICDD card (04-0836)에서 기술된 intensity 분율

과 비교하여 Harris texture coefficient식을 이용한 결과

값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전착된 구리 박막의 우선배

향성을 판단하였다. 구리박막의 표면저항은 four point

probe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3. 실험 결과

DC도금 및 pulse 도금에서 전류밀도에 따른 영향을 분

석하였으며, Fig. 1은 전류원 및 전류밀도에 따라 전착

된 구리 표면의 SEM 사진이다. DC로 전착하였을 때 전

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이 미세하고 표면의 거칠

기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전류밀도가 30 mA/

cm2 이상부터 표면에 불규칙한 결정들이 성장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전류밀도가 30 mA/cm2 이상이 되면

서 수소기체 발생에 따른 분극현상으로 전류가 밀집되

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성장하여 표면이 불균질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2는 pulse 전류일 때 SEM 사진

으로 pulse 전류에서는 전류밀도가 증가하는 것과 상관

없이 일정한 표면 거칠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Pulse 도금의 경우 전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전착 층 근처의 전압구배가 동적이다.10) 따라서 높

은 전류 밀도에서도 DC 도금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극

현상이 억제되어 균일한 도금 층이 형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a)는 DC 전류원일 때의 단면을 분

Fig. 1. SEM images of Cu films electrodeposited using DC source at various current density; (a) 10 mA/cm2 (b) 20 mA/cm2 (c) 25 mA/

cm2 (d) 30 mA/cm2 (e) 40 mA/cm2 and (f) 50 mA/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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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사진으로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기공들이 형성되

어 있다. DC 도금의 경우 낮은 전류 밀도에서도 높은

수소 흡장력을 가지고 있어 단면에 많은 기공이 형성됨

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Fig. 3(b)의 pulse 도금에서 단

면은 기공이 생성되지 않았으며 조밀한 도금 층이 형성

된 것을 관찰하였다. Pulse 도금의 경우 금속 표면에 흡

착되어 있던 수소 기체가 역전류가 흐르는 동안 전해질

쪽으로 확산되고 실제 도금층으로 장입되는 수소량이 감

소하게 되어 조밀한 도금층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10)

Fig. 4는 DC 전류에서 전류밀도에 따른 inverse pole

figure(IPF) map을 나타낸 것이다. EBSD를 이용한 IPF

map은 색깔로 각각 결정립의 배향성을 나타내고 있으

며, (111) 배향성은 파란색, (200)은 빨간색, (220)은 녹

색으로 나타내고 있다. Fig. 4에서 전류밀도 10~30 mA/

cm2경우 (220)우선 배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결정립 크

기 또한 대체로 3 µm 이상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

다. 즉 seed layer와는 다르게 우선 배향성을 가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40~50 mA/cm2 IPF map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무작위 배향성을 형성하였으며 결정

립 크기가 약 1 µm 이하로 나타났다. 즉 낮은 전류밀

도에서는 분극이 줄어들고, 음극 주위에 충분한 금속 이

온이 존재함으로 표면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큰 면이 도

금 층의 우선방위를 형성하게 된다. 반대로 전류밀도가

증가하면 분극이 커지고 음극 주위에 금속 이온의 양이

불충분하게 되어 표면에너지가 작은 면이 성장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낮은 전류밀도에서 (220)결정면

이 다른 결정면을 희생시키고 결정성장을 이루는 것과

는 달리 높은 전류밀도에서는 (220)결정면의 확산이 억

제되어 상대적으로 표면에너지가 작은 (111)과 (200)결정

면의 분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DC 조

건에서 전착할 경우 도금 층의 우선방위는 seed layer 보

다 전류밀도에 의하여 결정됨을 확인할수 있었다. Fig.

5는 pulse에서 전류밀도에 따른 IPF map을 나타낸 것이

다. Pulse의 경우 전류밀도와 (220)결정면이 우선 배향

되었으며, 결정립 크기 또한 모든 전류밀도에서 대체로

3 µm 이상을 이루고 있다. 

Fig. 6은 전류원과 전류밀도에 따른 결정립 크기를 측

정한 그래프이다. DC의 경우 전류밀도가 10 mA/cm2에

서 50 mA/cm2로 증가함에 따라 평균 결정립의 크기는

점점 감소하였다. 이는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

성장보다는 핵 성장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미세한 도

Fig. 2. SEM images of Cu films electrodeposited using pulse source at various current density; (a) 10 mA/cm2 (b) 20 mA/cm2 (c) 25 mA/

cm
2
 (d) 30 mA/cm

2
 (e) 40 mA/cm

2
 and (f) 50 mA/cm

2
.

Fig. 3. Cross section images of Cu films electroplated at 10 mA

using (a) DC and (b) puls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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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층이 얻어지며, 30 mA/cm2 이상에서 핵 성장의 속

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pulse

의 경우 전류밀도가 증가하더라도 그 변화의 폭은 미미

하며 약 2.5~3 µm의 평균 결정립 크기를 유지함을 확

인하였다. DC 도금과 pulse 도금에서 전류밀도에 따른

결정립 크기를 비교시 낮은 전류밀도 구간에서는 DC 도

금에서 결정립이 더 크게 성장하지만 전류밀도가 증가

함에 따라 DC 도금의 핵 생성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

게 되고 상대적으로 pulse 도금의 결정립이 더 크게 성

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a)는 DC 전류에서 전류밀도에 따른 XRD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30 mA/cm2의 전류밀도까지는 (220)피

Fig. 4. Inverse pole figure map of Cu films electroplated using DC source at various current density; (a) 10 mA/cm
2
 (b) 20 mA/cm

2
 (c)

25 mA/cm2 (d) 30 mA/cm2 (e) 40 mA/cm2 and (f) 50 mA/cm2.

Fig. 5. Inverse pole figure map of Cu films electroplated using pulse source at various current density; (a) 10 mA/cm2 (b) 20 mA/cm2

(c) 25 mA/cm2 (d) 30 mA/cm2 (e) 40 mA/cm2 and (f) 50 mA/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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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가 지배적이다. 40 mA/cm2부터 (111), (200)피크의 강

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50 mA/cm2에서는 (111)피크의 강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b)는

pulse 전류에서 전류밀도에 따른 XRD 결과로써, 전류밀

도가 증가함에도 일정하게 (220)피크가 가장 강하게 나

타났다. 

전류원 및 전류밀도에 따른 XRD 결과를 이용하여 우

선배향성을 판단하기 위해 측정된 값들을 ICDD card(04-

0836)에서 기술된 intensity 분율과 비교하여 Harris texture

coefficient식을 이용하여 변환하였다.11) Fig. 8(a)는 DC

전류에 따른 결과 값으로 10~30 mA/cm2에서는 (220)피

크의 분율이 약3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전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220) 피크의 분율은 감소

하였으며, 50 mA/cm2의 전류밀도에서는 약 1.5의 값을

가지며 분율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50 mA/cm2의 전류밀도에서 (111)피크의 분율이 더 크

게 증가하였다. Fig. 8(b)는 pulse 전류에 따른 결과 값

으로 전류밀도에 관계없이 (220)피크의 분율이 약 3의 값

을 유지하였다. XRD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DC와 pulse

도금 모두 EBSD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Seed layer로 사용된 CCL과 전류원 및 전류밀도에 따

라 전착한 도금층의 면저항을 Fig. 9에 나타내었다. 전착

전 CCL의 구리층은 약 1.65 mΩ/□의 면저항 값을 가졌

다. 전착 후 면저항을 측정해본 결과 DC 도금의 경우

10 mA/cm2에서 0.34 mΩ/□로 가장 작은 값을 가졌으며,

30 mA/cm2까지는 약 0.45 mΩ/□로 비교적 작은 면저항

값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전류밀도가 40~50 mA/cm2

까지 증가하게 되면 면저항 수치는 약 0.75 mΩ/□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ulse 도금의 경우 모든 전류밀

Fig. 6. Average grain size of Cu films as a function of current

density.

Fig. 7. XRD patterns of Cu films electroplated using (a) DC source and (b) pulse source at various current density.

Fig. 8. Harris texture coefficient of Cu films electroplated using (a) DC and (b) puls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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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약 0.45 mΩ/□의 면저항을 가지고 있었으며 변

화가 미미했다. 이는 결정립 크기와 두께의 영향으로 판

단된다. 전착 후의 값을 살펴보면 DC 도금은 전류밀도

가 증가함에 따라 면저항 값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결

정립 크기 및 결정배향성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할 수 있

다. 즉 전류밀도 증가에 따라 결정성장보다 핵 성장이

우선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결정립 크기의 변화로

면저항 값이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결정배향성이

DC 전류밀도의 증가에 따라 (220) 배향에서 (111) 배향

으로 변화되면서 면저항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12)

Pulse 도금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전류밀도 변화에 상

관없이 일정한 결정립 크기로 성장하기 때문에 면저항

값 또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류원 및 전류밀도에 따른 구리 도금

층의 미세조직, 우선 배향성, 결정립 크기 및 전기저항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전류

원 및 전류밀도에 따라 도금을 진행할 때 미세조직, 우

선배향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DC 도금은 전류밀도의 영

향을 받지만, pulse 도금은 전류밀도의 영향을 받지 않

았다. 전류밀도에 따른 표면 미세조직을 비교해 본 결

과 DC 전류는 30 mA/cm2 이상의 전류밀도에서 분극현

상이 발생하며, 불균일한 결정들이 성장하였다. Pulse 전

류에서는 전압구배가 동적이기 때문에 전류밀도가 증가

함에도 분극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DC

전류 조건에서는 전류밀도에 따라 우선배향성이 (220)에

서 (111)로 변화하였다. Pulse 전류일 경우 우선배향을 형

성함에 있어 전류밀도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220)결정

면이 우선 배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낮은 전류밀도

구간에서 DC 도금에서의 결정립이 더 크게 성장하지만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pulse 도금의 결정립이 더 크

게 성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저항의 경우 결정립

크기, 배향성 및 두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DC 도금은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면저항 값이 증

가하며, pulse 도금에서는 전류밀도 변화에 상관없이 일

정한 면저항 값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리

도금 층의 미세조직은 전류원 및 전류밀도에 따라 우선

배향성, 결정립 크기 및 전기저항의 특성이 변화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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