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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해 동박은 우수한 전기적, 기계적 특성 및 제조 공정의 용이성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용 집전체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보다 얇고 향상된 

기계적 특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셀프 어닐링의 억제가 동박의 효과적인 

특성 제어와 제조 공정의 높은 생산성을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mercapto-5-benzimidazole sulfonic acid sodium 

salt(2M5S), polyethylene glycol, PEG) 및 bis(3-sulfopropyl) disulfide (SPS) 유기 

첨가제가 동박의 기계적 특성과 셀프 어닐링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PEG를 단독으로 적용한 동박은 높은 초기 인장강도와 연신율을 

나타내었으나, 셀프 어닐링이 빠르게 발생하여 기계적 강도가 저하되었다. 

SPS와 2M5S는 셀프 어닐링을 억제하였으며, 2M5S-PEG-SPS 첨가제 

조합에서의 동박이 가장 우수한 673 MP의 인장강도 및 셀프 어닐링 억제 

특성을 나타내었다. 

2M5S의 작용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 머캅토기, 아졸기, 

설포네이트기, 벤젠고리를 포함한 첨가제를 적용하여 추가 평가를 

수행하였다. 3-MMT는 셀프 어닐링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첨가제였으나, 

MPSA, ZPS, NaBS, 2N4S는 이런 효과를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셀프 

어닐링의 억제와 기계적 특성의 개선은 머캅토기에 의한 전극 표면에의 

흡착, 아졸기의 질소 원자에 의한 전자 밀도 증가와 벤젠 고리에 의한 Cu 

이온과의 추가적인 결합력 증가에 의하여 결정 내 혼입되어 결정 경계의 

움직임을 감소시키는 피닝 압력의 역할에 의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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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일한 구조의 유기 첨가제의 혼입에 의한 TSV의 Cu 돌출에 대한 

완화 효과도 확인하였다. 관통 실리콘 비아(TSV) 기술이 도입된 이후, 

다양한 유기 첨가제를 사용하거나 전착 조건의 제어에 의해 결함이 없고 

빠른 TSV 충전을 위한 Cu 전착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후속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여 TSV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Cu 돌출을 

조절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이 연구에서는 Cu 돌출을 완화하기 

위해 TSV 충전에서의 2-mercapto-5-benzimidazole sulfonic acid (2M5S) 및 

thiourea (TU)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2M5S 및 TU의 전기 화학적 거동은 

이들이 레벨러인 아이오딘화 이온과 강하게 상호 작용하여 Cu 전착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SV 충전의 균일성 또한 첨가제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2M5S는 동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u 이온과 더 강한 

결합력으로 구리 전해 도금 동안 혼입되어, 같은 농도에서의 TU에 비해 더 

강한 피닝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2M5S를 적용한 경우는 Cu(I)-2M5S의 

형성으로 인해 CuI의 레벨링 효과를 약화시킴으로써 균일한 TSV 충전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TU는 2M5S에 비해 구리 돌출의 완화 효과는 

감소하였으나, 안정적인 TU-CuI 억제층을 형성함으로써 균일한 TSV 충전이 

가능하였다. Cu 돌출은 2M5S 및 TU 적용 시 각각 84.9 % 및 69.2 %로 

효과적으로 감소되었다. 

이와 같이 황과 질소를 함유한 유기 첨가제의 전해 도금 동안의 Cu 

결정 내 혼입에 따른 피닝 효과에 의한 셀프 어닐링의 억제로, 전해 동박의 

기계적 특성 개선과 TSV 의 Cu 돌출 완화의 각각의 응용 분야에서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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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2 차 전지 집전체와 전해 도금 동박 

 

최근 전기 전자 기기 및 정보 통신 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휴대전화, 랩탑 컴퓨터 등의 소형 휴대 기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에너지 

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s, ESS)과 전기 자동차(Electric vehicles, EVs)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화석 연료에 기반한 현재의 에너지 경제는 자원의 고갈과 CO2 배출 

규제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CO2 배출량은 1970년에서 

2005년까지 약 두 배 증가하는 등 지난 30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으며, 

심각한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었다. CO2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와 대기 

오염의 문제 중 운송 수단에 대한 것은 내부 연소 엔진(Internal Combustion 

Engine, ICE) 기반 차량을 하이브리드 자동차(Hybrid Electric Vehicle, HEV), 

플러그인 전기 자동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PHEV), 더 나아가 전기 

자동차(Electric Vehicle, EV)로 대체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1].  

전기 자동차의 사용을 위해 가장 높은 에너지 밀도(energy density)를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연료 전지이다[2]. 그러나, 연료 전지는 직접 

연료 전지(direct fuel cells)의 전기 촉매(electro-catalysis)와 관련된 작동 문제 

및 수소 연료 전지(hydrogen fuel cell)의 수소 저장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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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실제 전기 자동차의 적용에는 적합하지 않은 많은 단점을 갖는다. 

이에 반해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사이클 수명 및 이동의 

편의성에 대한 적용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림 1.1(a)는 전기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설계 및 작동에 관련하여 

필요한 에너지 밀도(energy density)와 출력 밀도(power density)를 나타낸다. 

전기적인 추진력(electrical propulsion)의 정도에 따라 전기 자동차를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준이 분류된다. 그림 1.1(b)는 3가지의 주요 

충전식 배터리 시스템인 납축 전지(lead acid battery), 니켈 수소 전지(Ni-MH 

battery) 및 리튬 이온 전지(Li-ion battery)에 대한 일반적인 라곤 플롯(Ragone 

plot, power density vs. energy density)을 나타낸다[3].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은 배터리가 사용되어 

낮은 에너지 밀도의 니켈 수소 전지도 사용할 수 있으며, 니켈 수소 전지의 

주요 장점은 높은 속도, 긴 수명 및 우수한 안전성이다. 그러나, 주요 추진 

동력이 내연기관이므로 배터리 추진에 의해서는 짧은 거리의 주행만 

가능하다. 따라서, 니켈 수소 전지는 신뢰성과 안정성은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밀도로 인해 전체 전기 자동차 응용 분야에서의 

적용에는 적합하지 않다[3, 4]. 

그러므로, 장기 안정성, 긴 수명 주기 및 환경 안전성을 충족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의 개발은 화석 연료 의존도와 

CO2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녹색 기술로 현대 

전기 화학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리튬 이온 충전식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 높은 전력 밀도, 긴 수명, 

낮은 자체 방전 속도 및 환경적 이점으로 인해 최근의 전기 자동차(E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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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보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력원(power source)으로서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리튬 이온 배터리는 다른 배터리에 비해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용량과 효율성 측면에서 전기 자동차 이외에도 소형 

가전 제품 및 IT 장치에서 전동 공구,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주요 기능적 구성 요소는 양극재(cathode materials), 

음극재(anode materials), 전해질(electrolytes) 및 분리막(separator)이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리튬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성하므로 리튬 산화물이 

양극 활물질(active materials)로 사용되며 전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도성 

첨가제가 추가된다. 바인더(binder)는 활성 물질 및 전도성 첨가제가 

알루미늄 기재 상에 결착될 수 있도록 작용한다. 음극 활물질은 외부 

회로를 통해 전류가 흐르면서 리튬 이온의 가역적 흡수와 방출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해질은 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매개체로 이온 전도성이 높은 물질이 주로 사용되며, 염, 용매 및 첨가제로 

구성된다.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배터리의 안전성을 결정짓는 구성 요소이다. 전자가 전해질을 통해 직접 

흐르지 않게 하며, 내부의 미세한 기공을 통해 이온만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1, 5].  

리튬 이온 배터리 제조 시, 활물질, 카본 충전재 및 바인더가 혼합된 

슬러리는 금속 기판 상에 코팅되며, 이 금속 기판은 전지가 작동하는 동안 

집전체(current collector)로서 작동한다. 이렇게 활물질이 코팅된 전극은 

분리막과 함께 교대로 샌드위치 패턴(sandwich pattern)으로 조립된다.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및 분리막의 샌드위치 패턴은 그림 1.2와 같이 형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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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 따라 롤링(rolling), 폴딩(folding), 스태킹(stacking) 타입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케이싱(casing) 구조에 전해질을 충전한 후 밀봉하여 전지 셀이 

구성된다[6].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전력 밀도 및 수명 증가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전극 활물질의 구조 및 조성을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7-10]. 그러나 리튬 이온 배터리의 전기 화학적 성능은 

활물질 재료와 전극 전체의 구조뿐만 아니라 집전체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11, 12]. 집전체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것이다. 

그림 1.3은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리튬 이온과 전자의 이동에 의한 

충방전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구리와 알루미늄은 각각 음극과 양극의 

집전체(current collector)로 적용된다[13]. 음극 집전체(current collector)로서의 

동박(copper foil)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로 활물질, 바인더 및 전도성 첨가제와 같은 전극 재료와 접촉하고 

이러한 전극 재료를 외부 회로와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동박 

집전체에 따라 계면과의 추가적인 전하 전달 및 수송 저항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박 집전체의 특성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사이클 수명, 중량, 에너지 밀도 및 전력 밀도를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다[5].  

이와 같이 동박(copper foil)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전극 재료뿐 아니라, 

인쇄 회로 기판(PCB) 산업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14-16]. 통상 인쇄 회로 

기판용 동박은 열압착 시의 밀착력이 중요하므로 거친 표면이 일반적이나, 

리튬 이온 배터리에 적용되는 동박은 양면이 보다 매끄러운 표면 형상을 

갖는다. 동박은 제조 방법에 따라 크게 전해 동박(electrodeposited copper 

foil)과 압연 동박(rolled copper foil)로 구분되며, 리튬 이온 배터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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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주로 압연 동박이 적용되었다. 압연 동박은 구리 잉곳(ingot)을 

반복적으로 압연하고 원하는 두께까지 어닐링하여 제조하므로 양면의 표면 

거칠기가 동일하게 매끄러운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압연 동박의 제조는 

압연 및 어닐링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두께 10 μm 이하의 박형의 

경우 전해 동박의 제조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압연 동박에 

비해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경박 단소화에 유리하며, 도금에 의해 원하는 

특성을 갖는 전해 동박을 제조하는 것이 리튬 이온 배터리 개발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17, 18]. 

그림 1.4는 전해 동박용 설비와 제조 방법을 나타낸다[19]. 동박은 

원통형의 티타늄 캐소드 드럼(titanium cathode drum)의 일부가 전해액 안에 

침지되어 z-축 회전하면서 드럼 상에 전해 도금(electrodeposition)된 후 

박막(foil) 형태로 박리, 권취(winding)되며 제조된다. 반대 전극으로는 불용성 

전극(dimensionally stable anode, DSA)이 적용된다. 양극과 음극 사이의 거리는 

고정되어 있으며, 인가되는 전류 밀도와 드럼의 회전 속도에 의해 두께가 

제어된다. 일반적으로 티타늄 드럼과 접촉하는 동박면은 광택면(shiny 

side)으로 정의되고 반대면은 매트면(matte side)으로 정의된다. 광택면의 미세 

구조는 주로 티타늄의 표면 형태에 의해 결정되므로, 일반적으로 비교적 

매끄럽고 광택 있는 표면을 생성한다. 한편, 매트면의 표면 구조는 전류 

밀도, 유량 및 전해액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제어된다. 전해액은 구리 전착의 

거칠기, 균일성 및 미세 구조를 제어할 수 있도록 CuSO4, H2SO4 및 유기 

첨가제로 구성된다[17, 19]. 

리튬 이온 배터리의 용량 증가와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전지용 동박에 

요구되는 주요 특성은 표면 형상, 인장 강도, 연신율, 두께 제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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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 양면의 표면 형상 및 조도는 전극 재료와의 밀착력을 높여 반복되는 

전지 충방전 후에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한편, 

전지의 용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동일한 전지 부피에서 더 많은 

활물질의 적용이 필요하므로, 집전체인 동박의 두께 감소가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재 일반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는 8 m 이상의 동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전지의 용량 증가 또는 경박 단소화를 위해 6 m 이하의 

전지용 동박의 적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지 제조 

공정성 향상을 위한 동박의 주행성을 위해서는 인장 시에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인장 강도(tensile strength)가 요구된다. 이러한 인장 

강도는 동박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더 견고한 특성으로 높은 값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리콘계 

활물질 음극재가 상용 흑연 기반 음극재(LiC6의 경우 372 mAh/g 및 818 

mAh/cm3)에 비해 이론적으로 매우 높은 중량 및 부피 용량(Li15Si4의 경우 

3572 mAh/g 및 8322 mAh/cm3)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실리콘은 

원자량이 작고 이론적으로 Li22Si5까지 리튬 흡수율이 높으며, 리튬 대비 

낮은 합금 전위로 인해 매우 매력적인 물질이다. 그러나 고용량 활물질인 

실리콘은 리튬화-탈리튬화(lithiation-delithiation) 공정 동안 최대 300 %의 부피 

변화로 인해 실리콘 입자의 분쇄, 복합 전극 구조 붕괴 및 전기 접촉 

손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리튬 이온의 삽입(insertion) 및 탈리(extraction) 

과정에서 부피가 크게 변하여 분쇄(pulverization)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 

충방전 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급속한 용량 감소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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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유로 두께 감소뿐 아니라 고용량 활물질의 충방전 중의 

부피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 견고한 동박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전해 구리 도금의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은 고밀도의 쌍정 

경계(twin boundary)를 형성하는 펄스 도금법 및 구리 결정의 셀프 어닐링 

억제하는 유기 첨가제를 적용 등이 제안되어 왔다[26-34]. Lei Lu 등은 

고밀도의 나노 크기의 쌍정(nanoscale growth twins)으로 순수한 구리와 비슷한 

전기 전도도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조립한 결정의 구리(coarse grained 

copper)보다 약 10배 높은 인장 강도의 구리 시료를 펄스 도금(pulsed 

electrodeposition)에 의해 제조하였다. 매우 낮은 전기 저항률을 가진 수많은 

결맞는(coherent) 쌍정 경계(twin boundary)에 의해서 전위 이동(dislocation 

motion)의 효과적인 차단으로 고강도 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펄스 

도금은 약 0.02초의 단시간 동안 직류(direct current, DC) 도금보다 수십 배 더 

높은 전류 밀도를 인가하여 매우 높은 전착 속도를 나타낸 후, 약 2초의 

비교적 긴 전류 오프 시간 동안 다음 전착을 위해 구리 이동이 이동하게 

된다. 즉, 펄스 도금은 전류 인가 시간(on time) 동안 높은 전류 밀도로 핵 

생성 사이트의 밀도를 증가시키고, 전류 미인가 시간(off time) 동안 결정 

성장을 억제하여 쌍정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림 1.5(a)는 Lei Lu 등이 

펄스 도금을 적용하여 제조한 구리 시편의 투과 전자 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분석의 이미지로 결정 크기 결과로 쌍정이 

형성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림 1.5(b)는 나노 트윈 구리(nano-twin Cu), 나노 

결정질 구리(nanocrystalline Cu), 조립한 다결정질 구리(coarse-grained 

polycrystalline Cu) 시료의 인장 응력-변형률 곡선(tensile stress-strain curve)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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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트윈 구리의 인장 강도 증가 현상을 보여준다[27].  

한편, 벤조트리아졸(benzotriazole, BTA) 또는 티오요소(thiourea) 등의 

유기 첨가제를 첨가하여 구리 전착 결정의 크기를 감소시켜 Hall-petch의 

관계식에 따라 기계적 경도가 향상되는 등의 연구도 일부 보고되었으나[35, 

36], 구리 전해 도금의 강도를 높이는 연구는 위에서와 같이 펄스 도금을 

적용하여 쌍정을 형성하는 거동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직류(direct current, 

DC) 도금에 의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전해 동박의 특성 중 셀프 어닐링 현상의 제어는 기계적 특성 및 

제조 공정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셀프 어닐링은 후열처리 공정 

없이도 입계 확산(grain boundary diffusion)에 의한 전해 도금의 미세 결정 

구조의 변화로 결정립 크기의 증가와 (200) 방향의 발달을 초래하는 

현상이다[37]. 결정 성장에 의한 전기 저항의 감소는 셀프 어닐링 현상의 

이점이 될 수 있으나, 초기의 높은 강도의 감소는 견고한 동박 제조의 

한계가 된다[38-40]. 

셀프 어닐링 현상은 전해 구리 도금의 결함 에너지(defect energy), 

불순물의 분포, 유기 첨가제에 의한 응력 등으로 인한 불안정성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37, 41-48]. S. Nakahara 등은 전착된 구리 내의 과도한 공극에 

의해 발생된 높은 응력이 셀프 어닐링의 구동력이 되는 응력 완화 모델을 

제안하였다[48]. E. Shinada 등은 셀프 어닐링이 고각 결정립계(High Angle 

Grain Boundary) 및 결정 결함의 에너지 이완에 의해 유도되었다고 

제안하였다[45]. 또한, C. Lee 등은 혼입된 PEG로 인해 결정립계의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국소 응력(local stress)을 생성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43]. PEG 

경우과 유사하게 결정립계 사이에 혼입된 불순물의 분리 및 확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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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의 셀프 어닐링이 발생한다는 연구도 있다[44, 47]. 한편, 2-mercapto-

benzothiazole-sodium-salt, 2-mercapto-5-benzimidazolesulfonic acid sodium salt 

dihydrate, sodium-3-(5-mercapto-1H-tetrazole-1-yl)benzenesulfonate-monohydrate 

등과 같이 황과 질소 원자를 포함한 유기 첨가제에 의한 영향도 보고되었다. 

T. Surholt 등은 구리 박막에 포함된 Cu-S 복합체가 결정립계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제 2상 입자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49]. 

또한, M. Matsuda 등은 머캅토기 및 질소 원자를 포함한 작용기가 혼입된 

불순물 농도의 증가로 인해 셀프 어닐링 현상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연구하였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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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 HEV, PHEV, EV 종류별 전지 특성과 성능 (b) Ragone plo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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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a) 원통형 리튬 이온 배터리의 모식도 (b) 각형 리튬 이온 배터리의 

모식도 (C) 파우치 타입 리튬 이온 배터리의 모식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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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Li+의 삽입/탈리에 의한 리튬 이온 전지의 충방전 프로세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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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전해 도금 방법을 활용한 동박의 제조 공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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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 펄스 도금에 의해 전착된 구리 시료의 미세 구조의 TEM 형상 

(b) nano-twin Cu, nanocrystalline Cu, coarse-grained polycrystalline Cu 시료의 

인장 응력-변형률 곡선(tensile stress-strain curv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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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반도체 3차원 집적회로에서의 TSV 기술과 전해 도금 

 

3차원 적층 장치(three-dimensionally stacked devices)를 구축하는 기술로 

인해 반도체 성능이 향상되고 있으며[51-53], 3D 통합 장치(3D integrated 

devices)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1.6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웨이퍼 레벨 패키징 시장은 5년간 18 %의 CAGR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54].  

3D 통합 기술의 핵심 요소는 실리콘 웨이퍼 또는 다이(die)를 관통하는 

수직 전기 연결(vertical electrical connection)인 관통 실리콘 전극(through silicon 

via, TSV)이다. 그림 1.7에서처럼 와이어 본드 패키징(wire bond packaging)은 

통상적으로 금 또는 구리 와이어에 의해 IC 칩들을 상호 연결 시 사용되며, 

칩 외부를 연결하는 와이어를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하다[55]. 그러나, 

TSV는 실리콘 웨이퍼에 형성된 약 50 μm 깊이의 비아로, 상부 및 하부 

칩을 수직으로 상호 연결하여, 와이어 본딩과 달리 과도한 여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밀도가 높은 패키징이 가능하다. 또한, TSV에 의한 수직 

연결은 신호 전파 거리를 최소화하여 작동 속도를 높일 수 있다. TSV 

기술에 의해 패키징된 디바이스는 35 % 이상 크기 감소, 40 %의 낮은 전력 

소비, 45 %까지의 제조 비용 감소 및 8배 높은 대역폭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56]. 

최첨단 TSV 공정에는 다마신(damascene) 공정과 유사하게 비아 충전을 

위한 Cu 전해 도금이 포함된다. 그림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소그래피(lithography) 및 심도 반응성 이온 식각(deep reactive ion e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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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통해 수 μm의 직경, 수십 μm 깊이의 비아가 형성된다. 도금된 Cu가 

Si 웨이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음 단계 금속화를 위한 전자를 

공급하기 위해 확산 방지층 및 금속 시드 층이 TSV 표면 상에 연속적으로 

형성된다. 통상적으로 물리 기상 증착(PVD)이 배리어 및 시드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며, 최근 무전해 도금이 우수한 단차 피복(step coverage) 

특성으로 인해 적용되고 있다[57-59]. 시드층(seed layer)의 형성 후, TSV 

웨이퍼는 전해액에 침지된 후 구리 전해 도금이 진행되며, TSV 내부는 

구리로 채워진다. 과충전된 구리는 화학적 기계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MP)에 의해 제거된다. 마지막으로, 실리콘 웨이퍼 기판의 바닥은 

전도성 금속선을 반도체 칩과 연결할 수 있도록 노출시키기 위해 연마된다. 

이와 같이 3차원(Three-dimensional, 3D) 집적 회로는 기존의 2D 

회로보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 반도체 산업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TSV 

충전은 일반적으로 촉진제, 억제제 및 레벨러와 같은 다양한 유기 첨가제에 

의한 Cu 전해 도금에 의해 금속화된다. 이러한 첨가제는 TSV의 충전 

프로파일을 제어함으로써 결함 없는(defect-free) TSV 충전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도 TSV 상단과 하단의 전착 속도 차이를 

제어하는 레벨러가 TSV 충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60-69]. 레벨러는 

서프레서와 상호 작용하여 구리 전해 도금의 대류 의존적 

억제력(convection-dependent suppression)을 나타내며, 이는 TSV의 

하부에서부터의 선택적 도금을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레벨러는 대부분 

복잡한 구조의 유기 물질이며[61, 64, 67-69], 최근에는 아이오딘화 이온과 

같은 무기 첨가제도 레벨러로 보고되고 있다[65, 66, 70]. 무기 레벨러는 

합성하기 쉽고 첨가제 분해를 모니터링 하는데 유리한 장점이 있다. 



 17

한편, TSV의 구리 돌출(Cu protrusion)이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70-72]. 이 현상은 TSV 충전 후의 고온에서의 

후속 공정 동안 실리콘의 열팽창 계수(2.6x10-6/oC)와 구리의 열팽창 

계수(17.6x10-6/oC)의 차이로 인해 TSV 내부의 구리가 수직 방향으로 

돌출됨을 의미한다. 이 구리 돌출부는 구조적 변형을 일으켜 반도체 장치의 

신뢰성 및 성능을 저하시킨다.  

그림 1.9(a)는 어닐링(annealing) 온도에 따른 TSV의 구리 돌출 형상을 

SEM 이미지로 보여준다. 구리 돌출은 어닐링 온도 350 ℃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온도 증가에 따라 심화된다. 그림 1.9(b)는 그림 1.9(a)와 같은 

조건에서 어닐링한 TSV 배열(array)의 3D 이미지를 보여준다. 어닐링 

온도에 따라서 급격한 돌출과 완만한 돌출의 두가지 형태가 관찰된다[71]. 

이와 같은 구리 돌출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TSV의 종횡비(aspect ratio), 부피 및 미세 구조에 

따른 팽창 정도와 같은 영향 인자가 Cu 돌출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주로 

집중되었다[71, 72]. 일부 연구에서는 후속 공정으로 구리 돌출을 완화하기 

위해 구리와 실리콘 사이의 응력을 완화 할 수 있는 추가의 사전 어닐링 

공정(additional pre-annealing process)를 도입하였다[73, 74]. 전해 도금 기술 및 

첨가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TSV 충전에서 첨가제를 이용하여 구리의 

물성을 제어함으로써 구리 돌출을 억제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70, 75-

78], 이 방법은 추가 공정이 불필요한 큰 이점이 있다.  

첨가제를 이용하여 도금 물성을 제어하여 구리 돌출을 완화하는 연구로 

레벨러(leveler)인 아이오딘화 이온(iodide ions)을 이용한 2단계 TSV 충전 

방법(two-step TSV filling)이 있다. 아이오딘화 이온은 2가 구리 이온(cup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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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s) 및 1가 구리 이온(cuprous ions)과 화학적 및 전기화학적으로 반응하여 

구리 표면에 아이오딘화 제일구리 억제층(CuI inhibition layer)을 형성한다. 

아이오딘화 제일구리(cuprous iodide) 억제층의 형성은 전해 도금 중 구리 

표면의 1가 구리 이온(cuprous ions)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대류 및 다른 유기 

첨가제의 작용에 의해 촉진되며, 형성된 아이오딘화 제일구리는 

전기화학적으로 구리로 환원된다. 이렇게 두가지 프로세스가 동시에 

발생되면서 결함 없는 TSV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충전 공정 동안 

아이오딘화 제일구리의 환원은 미세한 구리 입자를 형성하게 되므로, 

아이오딘화 제일구리의 환원보다 2가 구리 이온(cupric ions)의 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2단계 TSV 충전 방법이 적용되었다. 2단계 충전 후, TSV에서 

구리 입자 크기는 690 % 증가하였고, 구리 돌출을 47 % 감소시켰다[70]. 

또한, 전류 밀도와 첨가제 농도에 의한 TSV의 돌출 특성에 대한 영향도 

보고되었다. 전류 밀도가 높아질수록 더 큰 TSV 돌출부를 형성했으며, 전해 

도금액의 첨가제 농도가 높을수록 어닐링 후 구리 돌출이 감소하였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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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전세계 웨이퍼 레벨 패키징 수요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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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와이어 본딩 또는 TSV를 적용한 패키징 기술의 개략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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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TSV 제조 공정의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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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a) 다양한 어닐링 조건에서의 TSV 돌출의 SEM 이미지 (b) TSV 

배열의 3D 표면 이미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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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기 첨가제의 종류와 역할  

 

구리 전해 도금은 구리 이온이 포함된 전해질에 외부 전류를 인가하여 

전도성 기판상에 구리 이온을 환원시키는 공정이다. 작업 전극(working 

electrode)으로 전도성 전극, 상대 전극(counter electrode)으로는 주로 불용성 

전극을 적용하며 일정 전류 또는 전위를 인가하여 구리 전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구리 이온의 환원에는 2단계의 전하 이동 단계가 있다[80, 81]. 

 

Cu2+ + e- → Cu+                                          (1.1) 

Cu + + e- → Cu                                           (1.2) 

 

식 1.1의 첫번째 반응은 식 1.2의 두번째 반응보다 3배 느린 속도 결정 

단계(rate determining step)로 구리 전착의 속도를 결정한다. 도금액은 

일반적으로 Cu 이온을 제공하기 위한 Cu 화합물, 용액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해질 및 염화물 이온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CuSO4 및 H2SO4가 

Cu 화합물 및 지지 전해질(supporting electrolyte)로서 각각 사용된다.  

이처럼 구리 전해 도금에 적용되는 산성 도금액에는 일반적으로 도금 

효율을 높이고 도금 물성을 조절하기 위해 촉진제(accelerator), 

억제제(suppressor) 및 레벨러(leveler) 역할을 하는 유기 첨가제가 포함되며, 

첨가제는 도금 특성, 성능 및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화학물질이다[82]. 일반적으로 촉진제는 유기 설파이드(sulfide) 물질이 

전착에 대한 가속 효과로 인해 사용된다. Bis(3-sulfopropyl) disulfide disodium 

salt (SPS), 3-mercapto-1-propanesulfonic acid sodium salt (MPS), sodiu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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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zothiazol-2-ylthio)-1-propanesulfonate (ZPS) 등이 대표적인 

촉진제(accelerator)로 그림 1.10에 그 구조를 나타내었다. 촉진제는 도금되는 

구리 표면에 흡착(adsorption)이 용이한 헤드 그룹(head adsorbing group)과 

양으로 하전된 구리 이온을 전해액으로부터 끌어들이기 위한 음이온 

말단기(terminal anion group)를 함께 포함하는 분자 구조에 의해 구리 전착 

촉진 효과가 나타난다. SPS, MPS, ZPS의 촉진제는 모두 Cu 이온을 끌어 

당기는 역할을 하는 설폰산(sulfonic acid)의 음이온 말단기를 갖지만, 헤드 

그룹은 각각 상이하게 작용한다. SPS 및 MPS는 각각 디설파이드(R-S-S-R) 

및 티올(R-S-H) 작용기를 가지며, 이는 Cu 전착에 대해 매우 강한 

친화성으로 흡착하여 가속 효과를 향상시키는 강한 촉진제이다. 한편, ZPS는 

Cu 전착에 대한 티올기(thiol group)의 흡착을 방해하는 인접 

벤조티아졸릴기(benzothiazolyl group)를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약한 촉진제의 

특성을 나타낸다[83-85]. 

한편, 전해 도금의 촉진제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bis(3-sulfopropyl) 

disulfide disodium salt (SPS)와 3-mercapto-1-propanesulfonic acid sodium salt 

(MPS)는 이황화 결합(disulfide bond, -S-S-)과 티올기(thoil group, -SH)로 인해 

다음과 같이 상호 전환 반응에 의하여 도금 가속에 기여한다. 

 

4Cu+ + 2SPS ↔ 4Cu2+ + 4(thiolate)- ↔ 2Cu2+ + 2Cu+-thiolate_ + SPS                                 

(1.3) 

 

Cu+는 전해 도금 동안 식 1.3 또는 역불균등화 반응(comproportionation 

reaction)에 의해 생성되며, 생성된 Cu+는 SPS를 티오레이트(thiolat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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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시키고, 이어서 다시 Cu2+를 Cu+-thiolate-로 환원시키며 이황화 

결합(disulfide bond, SPS)을 생성한다. Cu+-thiolate-는 구리 전착 동안 빠르게 

감소되며, SPS와 MPS 사이의 상호 전환을 포함한 연속 반응에 의해 구리 

전착을 촉진시킨다[86, 87]. 

전해 도금의 억제제(suppressor)로는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PEG),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olypropylene glycol, PPG), 또는 이들의 

블록 공중합체(PEG-PPG copolymer) 등이 염소 이온(Cl-)과 결합하여 사용되며 

그림 1.11에 그 구조를 나타내었다. 염소 이온(Cl-)이 구리 전극 표면에 

흡착된 후, 고분자 억제제는 PEG-Cu+-Cl와 같은 형태로 착화합물(complex)을 

형성하여 전극 표면에 피막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흡착된 억제제는 구리 

도금 표면에 대한 Cu2+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억제하여 구리 전착을 위한 

전하 전달 속도를 감소시킨다[88-90]. 이러한 PEG-Cu+-Cl 

착화합물(complex)의 부동태막(passivation film)으로 구리 전착을 약 2배 

속도로 억제할 수 있다 [91, 92]. 

한편, 일반적으로 양이온을 포함하는 고분자 물질인 레벨러(leveler)는 

기본적으로 표면 평탄화(surface uniformity) 작용에 있어서는 

억제제(suppressor)와 역할이 유사하나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농도를 

첨가하여 작용한다. JGB(Janus green B), DB(diazine black), MV(methylene violet), 

SO(safranine O), ABPV(Alcian blue) 등의 레벨러는 하나의 4차 암모늄 

양이온(quaternary ammonium cation)과 하나의 염화 이온을 포함하고 있으며, 

양이온의 존재로 인해 구리 도금면의 돌출부(protrusion)에 선택적으로 

흡착하게 된다(그림 1.12). 이렇게 국부적으로 돌출부에 흡착한 레벨러는 

구리 이온의 흡착을 방해하여 전착을 억제함으로써 표면 평탄화에 기여하게 



 26

된다[93-96]. 

전해 동박은 일반적으로 30∼80 A/dm2의 매우 높은 전류 밀도를 가하여 

전착된다. 전해 동박에 적용되는 유기 첨가제도 마찬가지로 광택의 효과를 

내고 도금 전착 효과를 높이는 촉진제(accelerator), 도금을 억제하여 

촉진제와의 시너지 효과에 의해 평탄화 작용을 하는 서프레서(suppressor), 

국부적인 돌출부에 흡착하여 미세 평탄화 작용을 하는 레벨러(leveler)가 

사용되나, 이와 같은 구리 도금의 유기 첨가제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2 

A/dm2 이하인 TSV나 다마신(damascene) 등의 충전 공정(filling process)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높은 전류 밀도의 구리 박막(Cu film)의 첨가제에 

대한 것은 많지 않다. 그러나, 넓은 면적의 평판 도금의 굴곡이 없는 매끈한 

구리 도금 표면을 형성하기 위한 유기 첨가제들의 작용은 동일하며, 단 

높은 전류 밀도에 의해 유기 첨가제의 분해 또는 작용기의 손실, 2가 구리 

이온(cupric ion)의 한계 전류 밀도(limiting current density)의 영향으로 

기공(void)이 형성되거나 파우더리 도금(powdery deposit)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97]. 

한편 그림 1.13은 Cu 전해 도금에 의한 TSV filling에서의 유기 첨가제의 

역할과 충전 메커니즘을 보여준다[98]. 일반적으로 유기 첨가제가 없는 TSV 

filling에서는 TSV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그림 1.13(a)와 같이, 

전기장이 TSV의 입구에 집중되는 핀치 오프(pinch-off) 현상, 또는 

비등각(subconformal) 전착을 야기하게 된다[98, 99]. 그러나, 구리 전착 

속도를 가속하는 가속제(accelerator), 전착 속도를 억제하는 

감속제(suppressor), 그리고 표면 돌출부의 국부적인 흡착을 통해 평탄한 

도금층을 형성하도록 하는 평탄제(leveler)에 의해 그럼 1.13(b)와 같이 T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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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와 벽면에서는 구리 전착을 억제하고, TSV 바닥에서 선택적으로 구리 

전착을 유도하는 바닥 차오름(bottom-up filling)을 통해 무결함 채움을 구현할 

수 있다. 3-첨가제 시스템은 TSV 입구에서의 강한 억제 세기를 바탕으로 

높은 종횡비의 TSV filling을 가능하게 한다[98, 100-102]. 

그림 1.14는 TSV에서의 바닥 차오름(bottom-up filling)의 단면 형상을 

도금 시간 5~20분에 따라 보여준다. 유기 첨가제의 역할에 의해 도금 20분 

후, 공극 없는(void-free) 균일한 충전이 관찰되었다[69]. TSV의 바닥으로부터 

선택적으로 구리 전착이 시작된 후, 상향식 성장(bottom-up growth)을 

유도하여 초등각(superconformal) 전착, 즉 수퍼필링(superfilling)을 형성하여 

신뢰성이 높은 적층칩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기 첨가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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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대표적인 촉진제의 구조 (a) bis(3-sulfopropyl) disulfide disodium salt 

(SPS) (b) 3-mMercapto-1-propanesulfonic acid sodium salt (MPS) (c) Sodium 3-

(benzothiazol-2-ylthio)-1-propanesulfonate (Z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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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대표적인 억제제의 구조 (a) 폴리에틸렌 글리콜 (Polyethylene 

glycol, PEG), (b) 폴리 프로필렌 글리콜 (polypropylene glycol, PPG), (c) 블록 

공중합체 (PEG-PPG co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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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대표적인 레벨러의 구조 (a) JGB(Janus green B), (b) DB(diazine 

black), (c) MV(methylene violet), (d) SO(safranine O), (e) ABPV(Alcian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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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TSV 초등각(super conformal) 충전을 위한 전착 mechanism (a) 

첨가제가 없는 DC 도금 (b) 3성분의 유기 첨가제 적용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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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TSV에서의 도금 시간에 따른 바닥 차오름(bottom-up filling) 

현상의 SEM 단면 이미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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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의 목적 

 

리튬 이차 전지에 적용되는 전해 동박의 인장강도는 대부분 300~350 

MPa 수준이며, 현재 산업계에 600 Mpa 이상의 높은 인장강도의 전지용 

동박은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2차 전지 활물질의 발전과 집전체의 

두께 감소에 따라 향후 고강도 전지박의 사용이 예상된다. 기존의 구리 

결정을 제어하여 고강도를 구현하는 연구는 대부분 쌍정 경계(twin 

boundary)를 형성하는 펄스 도금법에 집중되어 왔으며[26-34]. 유기 첨가제의 

함유된 원소 또는 작용기의 영향의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5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해 동박의 셀프 어닐링과 기계적 

특성의 유기 첨가제 종류와 구조에 따른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재결정화에 

따른 셀프 어닐링을 억제하여 전해 동박의 특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전해 구리 도금에 사용되는 촉진제(accelerator), 억제제(suppressor), 

레벨러(leveler) 중 촉진제는 거의 전 응용분야에서 bis(3-sulfopropyl) disulfide 

(SPS) 또는 3-mercapto-1-propanesulfonic acid sodium salt (MPSA)가 사용된다. 

MPSA는 SPS의 이합체(dimer)로 전해질 내에서 서로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 

변환된다[86, 103-106]. 본 연구에서도 촉진제로 SPS를 적용하였다. 

억제제로는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PEG),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olypropylene glycol, PPG), 또는 이들의 블록 공중합체(PEG-PPG 

copolymer) 등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PEG를 선정하였다. 레벨러는 

큰 종횡비의 비아(via)를 갖는 TSV 도금과는 달리 평판 도금인 동박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셀프 어닐링의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닝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질소와 황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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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첨가제로서, 2-mercapto-5-benzimidazole sulfonic acid sodium salt(2M5S)를 

선정하였다. 2M5S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하여 3-mercapto-4-methyl-4H-1,2,4-

triazole (3‐MMT), 3-(benzothiazol-2-ylthio)-1-propanesulfonic acid sodium salt (ZPS), 

3-mercapto-1-propanesulfonic acid sodium salt (MPSA), sodium benzenesulfonate 

(NaBS), sodium 2-nitroaniline-4-sulfonate (2N4S)를 비교 평가하여 

머캅토기(mercapto group), 아졸기(azole group), 설포네이트기(sulfonate group), 

벤젠고리(benzene ring) 각각 작용기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한편, 아이오딘화 이온으로부터 유도된(iodide ion-derived) TSV 

충전에서의 구리 돌출을 완화하기 위해 유기 첨가제를 첨가하여 제어하고자 

하였다. 유기 첨가제는 구리 결정에 혼입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첨가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산되거나[107], 또는 매우 소량으로 혼입된다[50]. 

그러나, 질소 원자를 갖는 황 함유 첨가제는 Cu 표면에 강하게 흡착되며, 

구리 결정 구조 내에 높은 수준으로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108]. 

따라서, 질소와 황 원자를 포함한 2-mercapto-5-benzimidazole sulfonic acid 

(2M5S)와 티오 요소 (thiourea, TU) 두가지 첨가제에 대하여 TSV 충전과 Cu 

돌출의 완화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였고, 2M5S와 TU의 구조적인 차이에 

의한 변화도 규명하였다.  

이와 같이 구리 전해 도금 중 혼입되어 피닝 효과(pinning effect)를 

유발하여, 셀프 어닐링을 억제할 수 있는 질소와 황 원자를 포함한 유기 

첨가제의 역할과 거동을 전해 동박(electrodeposited copper foil)과 TSV 충전의 

돌출(protrusion)의 각각 다른 응용 분야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동박과 

TSV에 동일한 유기 첨가제인 2-mercapto-5-benzimidazole sulfonic acid (2M5S)를 

적용하여 영향도를 확인하였다. 첨가제 구조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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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V 충전과 돌출에 추가로 평가한 티오 요소(TU)는 연신율 저하 특성으로 

인해 전해 동박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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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실험 방법 

 

2.1. 전해 동박 제조와 물성 분석 

 

2.1.1. 유기 첨가제의 구조 

 

전해 동박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한 유기 첨가제의 구조를 그림 2.1에 

나타내었다. 촉진제로 bis(3-sulfopropyl) disulfide (SPS), 억제제로 polyethylene 

glycol (PEG, Mw=1,000)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첨가제의 혼입과 이에 따른 

셀프 어닐링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머캅토기, 질소기, 벤젠고리 등의 

구조를 포함한 2-mercapto-5-benzimidazole sulfonic acid sodium salt (2M5S)를 

적용하였다. 

질소와 황이 포함된 2M5S와 유사한 구조의 3-mercapto-4-methyl-4H-

1,2,4-triazole (3‐MMT), 3-(benzothiazol-2-ylthio)-1-propanesulfonic acid sodium salt 

(ZPS), 3-mercapto-1-propanesulfonic acid sodium salt (MPSA), sodium 

benzenesulfonate (NaBS), sodium 2-nitroaniline-4-sulfonate (2N4S) 첨가제를 각각 

적용하여 거동을 확인하였다(그림 3.11). 

 

2.1.2. 구리 전해 도금에 의한 동박의 제조 

 

전해 도금에 사용한 전해액은 1.4 M의 CuSO4, 3.1 M의 H2SO4, 30pp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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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로 구성되었다. 유기 첨가제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56 μM의 bis(3-

sulfopropyl) disulfide (SPS), 10 μM의 polyethylene glycol (PEG, Mw=1,000), 그리고 

35 μM의 2-mercapto-5-benzimidazole sulfonic acid sodium salt (2M5S)를 각각 

적용하였다. 3-mercapto-4-methyl-4H-1,2,4-triazole (3‐MMT), 3-(benzothiazol-2-

ylthio)-1-propanesulfonic acid sodium salt (ZPS), 3-mercapto-1-propanesulfonic acid 

sodium salt (MPSA), sodium benzenesulfonate (NaBS), sodium 2-nitroaniline-4-

sulfonate (2N4S) 첨가제도 2M5S와 동일하게 35 μM 농도로 적용하였다. 

전해 동박은 원통형의 티타늄 캐소드 드럼(titanium cathode drum)의 

일부가 전해액 안에 침지되어 회전하면서 드럼 상에 전해 

도금(electrodeposition)된 후 박막(foil) 형태로 박리되며, 반대 전극으로는 

불용성 전극(dimensionally stable anode, DSA)이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업계에서 적용하는 동박 제조 공정을 모사하기 위하여, 그림 2.2와 

같이 캐소드(cathode)로 100 cm2의 면적을 갖는 티타늄 전극(Ti plate)을 

애노드(anode)로 IrO2가 코팅된 불용성 티타늄 전극으로 구성된 2전극 

시스템에서 도금을 수행하였다. 양산에서의 드럼과 불용성 전극의 간격과 

동일하도록 시료 제조 시의 전극 간격도 설정하였으며, 양산 시의 도금 

면적에 따른 유량을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고전류밀도의 인가로 인한 Cu 

이온의 충분한 물질 전달(mass transfer)과 유량의 조절을 위하여 기계적 

펌프를 이용하여 도금액을 순환시켰다. 실제 생산 시의 드럼의 회전과는 

다소 상이한 조건이나 전극 재질, 간격, 유량 등을 유사하게 모사하여, 양산 

제품과 유사한 전해액과 도금 조건에서는 동일한 물성 구현이 가능한 실험 

장치를 적용하였다. 

Cu 전착에 대한 전류 밀도는 600 mA/cm2로 인가하였고, 동박의 두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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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0.5) μm로 제어하기 위하여 전착 시간을 조절하였다. 전해액의 온도는 

온도 조절기(Temperature control unit, Jungdo Instruments)를 사용하여 55 ( 1) ° 

C로 정밀하게 조절하였다. 

  

2.1.3. 동박의 인장강도와 경시변화  

 

전해 동박의 인장(tensile)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UTM (Instron, 5965)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동박 시편은 12.7×50 mm 의 크기로 준비하였다. 1kN의 

로드셀(load cell)를 적용하여 50 mm/min의 인장 속도로 평가하였다. 첨가제 

종류에 따른 각각의 인장 특성은 도금 직후, 도금 경과 후 24시간 및 

48시간에 분석하였다.  

 

2.1.4. 동박의 미세 결정구조 

 

구리 도금의 모폴로지(morphology)를 집속이온빔(focused ion beam)과 

주사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장치 (FEI, Versa 3D)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FIB를 이용하여 동박 단면의 시료를 얻고 SEM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동박의 결정화도(crystallinity)는 X-ray diffraction (XRD, Bruker, D8 

DISCOV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동박 단면의 SEM 결정 형상 분석과 XRD를 이용한 결정 배향성 역시 

도금 직후, 도금 경과 후 24시간, 48시간에 각각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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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동박 내 첨가제의 혼입 

 

전해 동박 내 황의 불순물 함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행시간 2차 

이온질량분석기((time-of-flight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 TOF-SIMS)로 

분석하였다. TOF-SIMS의 깊이 프로파일링(depth profiling)은 TOF-SIMS V 

spectrometer 장비(ION-TOF GmbH, 독일 Münster)으로 수행되었다. 1차 이온 

빔(primary ion beam)은 25 keV의 에너지를 갖는 Bi+, 음이온의 2차 이온 

생성(negative secondary ions)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퍼터링 이온 빔은 1 keV의 

에너지를 갖는 Cs+를 적용하였다. 

2M5S 첨가제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황 함량의 분석은 PEG-SPS 및 

2M5S-PEG-SPS, 2M5S-PEG 첨가제 조합으로 전착된 동박의 3가지 시료에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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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전해 동박 도금에 사용한 첨가제의 구조 (a) bis(3-sulfopropyl) 

disulfide disodium salt (SPS), (b) polyethylene glycol (PEG), (c) 2-mercapto-5-

benzimidazole sulfonic acid sodium salt (2M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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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전해 동박 시료의 제작을 위한 Lab. 도금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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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SV filling과 물성 분석 

 

2.2.1. 유기 첨가제의 구조 

 

TSV filling과 돌출에 대한 거동을 규명하기 위해 사용한 유기 첨가제의 

구조를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촉진제로 bis(3-sulfopropyl) disulfide (SPS), 

억제제로 폴리에틸렌 글리콜-폴리프로필렌 글리콜 공중 합체 (PEG-PPG 

copolymer, Mw =1100), 아이오딘화 이온의 공급원으로서 NH4I를 적용하였다. 

Cu-TSV에 불순물을 혼입시키기 위해, TSV 충전 시 무기 레벨러인 요오드화 

이온(iodide ions)과 함께 2-mercapto-5-benzimidazole sulfonic acid sodium salt 

(2M5S)와 티오요소(thiourea, TU) 유기 첨가제가 사용되었다.  

 

2.2.2. 전기화학 분석 

 

2M5S 및 TU의 전기 화학적 거동은 전기화학적 워크스테이션(PAR 263A 

potentiostat, Princeton Applied Research)을 사용하여 선형 스위프 전압 전류법 

(LSV, linear sweep voltammetry)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전기화학 측정은 

3전극 시스템에서 수행되었으며, 작업(working) 및 상대(counter) 전극으로서 

각각 Cu 회전 디스크 전극(RDE, 0.196 cm2) 및 electronic-grade Cu rod를 사용 

하였다. 기준(reference) 전극은 Cu 전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g/AgCl 

전극(KCl saturated)을 적용하였다[61, 64-67, 70]. 표준 전해질은 1.0 M Cu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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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M H2SO4, 1.4 mM HCl로 이루어졌으며, 첨가제로 10 μM bis(3-sulfopropyl) 

disulfide (SPS), 50 μM PEG-PPG copolymer (Mw =1100) 및 400 μM NH4I를 각각 

촉진제 억제제 및 레벨러로 사용하였다. 염화물 및 요오드화물 이온의 

공급원으로서는 HCl 및 NH4I를 각각 적용하였다. 이어서, 다양한 농도의 

2M5S 및 TU를 표준 전해질에 첨가하였다. 전기 화학적 전위는 10 mV/s의 

스캔 속도로 150 mV에서 -350 mV (vs. Ag/ AgCl)로 선형적으로 스캔되었다. 

측정 동안, 작업 전극의 회전 속도는 각각 TSV의 하부 및 상부에서의 대류 

조건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0 rpm 및 1000 rpm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2M5S와 TU의 농도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 전해질 

조건은 고정하고 0 rpm과 1000 rpm 조건에서, 각각 0~150 μM까지 농도를 

변경하며 LSV 시험을 수행하였다. 

 

2.2.3. TSV filling과 표면 평탄화 분석 

 

TSV 충전은 직경 5 μm, 깊이 60 μm, 종횡비 12:1의 값으로 패턴화된 

비아(patterned vias)를 갖는 실리콘 쿠폰 웨이퍼(Si coupon wafer) 상에서 

수행되었다. 확산 방지 및 시드층으로 각각 200 nm의 Ta 및 600 nm의 Cu 

막이 물리적 증착에 의해 웨이퍼 상에 순차적으로 증착되었다. 1.5 × 1.5 cm2 

크기의 웨이퍼 시편은 표면 젖음성 향상을 위해 에탄올에 30초 동안 침지 

후 테프론 홀더에 장착하였다. 충전은 1000 초 동안 1 mA/cmgeo
2의 전류를 

인가함으로써 수행되었다(총 전착 전하, 1000mC/cmgeo
2). 유기 첨가제의 거동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절반만 충전한 반충전 TSV(half-filled TSV)는 도금 

시간을 500 초로 감소시켜 제작하였다(500mC). TSV 충전에 사용된 전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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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전기화학 분석에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충전 공정 동안 

대류 공정을 모사하기 위해 기판을 1000 rpm으로 회전시켰다. 그림 2.4와 

같이 RDE 로테이터(616A, Princeton Applied Research)를 사용하였으며, 외부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전해질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 조절기를 

사용하여 30 ℃에서 수행되었다.  

TSV의 단면 이미지는 광학 현미경(OM; SOMETECH)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Cu 돌출부를 형성하기 위해, 충전 후 샘플을 기계적으로 연마한 

후, Ar 분위기에서 400 ℃에서 30 분 동안 어닐링 하였다. Cu 돌출부의 

높이는 주사 탐침 현미경 (AFM; Agilent Technologies, 5420)에 의해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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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전기화학 분석과 TSV filling에 사용한 첨가제의 구조 (a) bis(3-

sulfopropyl) disulfide disodium salt (SPS), (b) polyethylene glycol- polypropylene 

glycol 공중합체(PEG-PPG copolymer), (c) 2-mercapto-5-benzimidazole sulfonic 

acid sodium salt (2M5S), (d) 티오요소(thiourea,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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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TSV filling을 위한 3전극 구리 도금 장치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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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고찰 

 

3.1. 유기 첨가제에 의한 전해 동박의 인장강도 특성 

 

3.1.1. 첨가제 종류와 경시 변화에 따른 인장 특성 

 

유기 첨가제의 조성에 따라 도금된 전해 동박(electrodeposited copper 

foil)의 인장 시험을 수행하여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2M5S, PEG 및 SPS 첨가제 각각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일 

첨가제만 첨가하여 전착된 전해 동박의 진응력-진변형률 곡선(true stress-

strain curves)을 그림 3.1(a)에 나타냈으며, 이는 전해 동박의 기계적 특성이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크게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PEG가 첨가된 

도금액에서 전착된 동박은 3종류 첨가제의 동박 중에서 소성 유동(plastic 

flow)의 범위가 가장 넓고 연성(ductile)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SPS를 첨가한 

동박의 경우도 PEG를 첨가한 동박과 유사한 소성 변형(plastic deformation)을 

나타내었으나, 2M5S를 첨가한 경우는 초기 변형 시 응력-변형률 곡선의 

기울기가 크고 높은 강성(stiffness)을 보인 후, 소성 변형 없이 0.7 %의 낮은 

연신율에서 동박의 파괴가 발생하였다. 

식 3.1의 탄성(elastic) 영역과 식 3.2의 소성 변형(plastic deformations) 

영역의 응력-변형 관계(stress-strain relation)는 다음과 같다[109, 110]. 

 

휎 = 퐸휖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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휎 = 휎 + 퐾휖 .                                             (3. 2) 

 

여기서 휎 는 응력(stress), 휖 는 변형(strain), E는 영률(Young’s modulus), K는 

소성 변형 영역의 강도 계수(strength coefficient), 휎 은 상수를 나타낸다. 

금속 물질은 인장 시험의 응력-변형 곡선(stress-strain curve)에서 

전형적인 탄성-소성(elastic-plastic) 거동을 보인다[111-114]. 인장 평가(tensile 

test)에서 일정한 변형을 가하기 시작하는 초기 구간에는 변형(strain) 정도에 

따라서 응력(stress)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탄성 거동(elastic behavior)을 

나타내지만, 일정 항복점(yield point)인 탄성 한도(elastic limit) 이상으로 

시료의 길이가 변형될 경우 응력(stress) 증가 기울기가 작아지는 소성 

거동(plastic behavior)을 나타내며, 일정 변위에 도달하면 취성적 파괴(brittle 

failure)가 발생하게 된다. 취성 재료(brittle material)는 파괴 이전에 매우 작은 

영역에서, 연성 재료(ductile material)는 넓은 영역에서의 연성 변형(ductile 

deformation) 거동을 보인다. 변형 초기 탄성 거동에서의 응력(stress)은 식 

3.1에서처럼 일정한 기울기(Young’s modulus)로 변형(strain)의 변화에 따라 

증가한다. 소성 변형은 식 3.2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영률(Young’s modulus) E 

및 강도 계수(strength coefficient) K로 각각 탄성 및 소성 변형 영역에서 전해 

동박의 기계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영률(Young’s modulus, E)은 탄성 

영역의 초기 기울기에서 구할 수 있으며 강도 계수(strength coefficient, K)는 

응력-변형 곡선의 소성 변형(plastic deformation) 영역에서 계산된다. 전해 

동박의 인장 강도(tensile strength)는 탄성 및 소성 변형의 영향이 더해진 

것이다[38-42].  

SPS 또는 PEG를 단독으로 첨가했을 경우의 응력-변형 곡선은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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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 거동(elastic behavior)을 보인 후, 소성 변형(plastic deformation)이 

나타났으며, 이는 연성 재료의 전형적인 특성이다. 그러나, 2M5S만을 

단독으로 첨가한 전해액으로 제조된 동박은 취성으로 인해 소성 변형 

영역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400 Mpa, 0.7 %의 변형에서 파단이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2M5S는 도금 조직을 매우 brittle하게 하는 

첨가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SPS의 경우는 인장 강도(tensile stress)가 약 300 

MPa 이하의 낮은 값을 보였으나, PEG의 경우 680 MPa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동박의 초기 인장강도를 높이는 첨가제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3.1(b)는 3종류의 첨가제로 제조한 전해 동박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수식으로부터 얻은 E와 K 값을 요약한 것이다. 2M5S를 적용했을 

경우 가장 높은 E 값(62.1 GPa)을 얻을 수 있었으나, 2M5S는 동박의 취성을 

증가시켰고, 따라서, 소성 변형 전에 동박이 파단됨에 따라 가장 낮은 값의 

인장 강도를 나타내었다. PEG를 첨가하여 전착된 동박에 대해서는, 탄성 

변형 영역에서 2M5S에 비해 더 낮은 E 값(46.9 GPa)이 얻어졌으나, 가장 

높은 K 값(3.17 GPa)에 의해 가장 높은 인장 강도를 얻을 수 있었다. 

대조적으로, SPS를 첨가하였을 때의 E 값(39.5 GPa) 및 K 값(0.71 GPa)은 

비교적 낮았으며, 이로 인해 가장 낮은 인장 강도(272 MPa)를 초래하였다. 

파단점에서 측정된 최대 연신율은 PEG (3.5 %)> SPS(2.8 %)> 2M5S(0.7 %)의 

순이었다.  

한편, PEG는 전해 동박의 인장강도와 연신율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유기 

첨가제이나, PEG를 첨가하여 제조된 동박은 상당한 정도의 셀프 어닐링(self-

annealing) 현상을 보이며, 이에 따라 전착 후 동박의 기계적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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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전해 도금 후 경과 시간(shelf time)에 따른 인장 

강도(tensile strength) 및 총 연신율(total elongation)을 분석하였다. 그림 3.2(a) 

및 (b)에서 알 수 있듯이, PEG를 첨가하여 전착된 동박은 전해 도금 48시간 

경과 후, 인장강도는 688 MPa에서 352 MPa 로 감소하고 이와 동시에 

연신율은 3.5 %에서 5.8 % 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상당한 셀프 어닐링(self-

annealing)의 특성이다. 대조적으로, 2M5S 또는 SPS를 적용한 경우는 시간 

경과에 따라 기계적 특성의 현저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전기화학적으로 도금된 구리 박막은 상온에서 방치 시 셀프 

어닐링(self-annealing)이라고 하는 도금 후 미세 구조(microstructure)의 변화를 

보인다. 이는 통상적으로 전해 도금된 직후의 나노 결정질 

미세구조(nanocrystalline microstructure)의 불안정성 때문에 자발적인 변화에 

의해 조대 결정립 미세 구조(coarse-grain microstructure)로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며, 약 20% 저항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셀프 어닐링과 미세 결정 

구조의 변화는 재결정화(recrystallization)에 의한 도금 결정의 성장(grain 

growth) 등에 의해 발생하며, 정확한 거동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구동력(driving force)은 입계 에너지(grain boundary energy), 표면 에너지(surface 

energy), 변형 에너지(strain energy), 전위 밀도(dislocation density) 등에 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에서도 도금 직후 세립 박막(fine grained film)의 입계 

에너지 밀도(grain boundary energy density)에 의한 입계 확산(grain boundary 

diffusion)이 주요한 구동력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셀프 

어닐링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2단계(two phase)로 구분된다. 

첫번째 단계는 도금 직후의 초기 영역에서는 응력 완화(stress relaxation), 

전위(dislocation)의 소멸 등에 의해 결정 성장이 억제되는 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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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incubation time)이며, 이 때의 저항값은 미세한 감소를 보인다. 이러한 

도금 직후 초기 영역 다음의 두번째 단계에서는 재결정화(recrystallization)에 

의해 상당한 결정 성장이 발생한다. 도금 직후의 미세한 결정의 입계 

에너지 밀도(grain boundary energy)가 결정을 성장시키는 구동력이며, 결정 

크기가 증가하는 미세결정구조(microstructure) 변화에 의해 저항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경도(hardness), 압축응력(compressive stress) 등의 특성이 변화하게 

된다[37, 41-48]. 

이러한 셀프 어닐링이 일어나는 시간과 형태는 여러 가지 도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전류 밀도(current density)에 크게 의존한다. N. 

Alshwawreh 등의 실험에서의 셀프 어닐링은 40 mA/cm2의 경우 10시간 안에, 

30 mA/cm2의 경우 20시간 안에 완료되었으며, 전류 밀도가 증가할수록 

재결정화에 걸리는 시간이 감소하였다[115]. 

본 실험에서는 두번째 단계의 재결정화가 일어나기 전인 잠복 

시간(incubation time)의 초기 특성 분석을 위해 도금 직후 0.5 시간 이내, 

충분한 재결정화가 진행되었다고 가정한 48시간, 그리고 그 중간치인 

24시간 경과 후의 인장 특성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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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a) SPS, PEG, 2M5S를 적용한 전해 동박의 응력-변형률 곡선(stress-

strain curves), (b) (a)의 응력-변형류 곡선으로부터 얻어진 E와 K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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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도금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첨가제 종류에 따른 전해 동박의 인장 

특성 (a)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b) 연신율(total elon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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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첨가제 조합과 경시 변화에 따른 인장 특성 

 

3종류의 유기 첨가제를 각각 단독으로 첨가하였을 경우는 높은 강도와 

연성 특성을 나타내었으나, 셀프 어닐링 현상이 강하여 높은 강도를 

유지해야 하는 고강도 전해 동박의 제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유기 첨가제의 조합에 의한 전해 도금을 수행하고 이에 

의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3종류 첨가제를 조합하여 제조한 

전해액으로부터 전착된 동박의 응력-변형 곡선(true stress-strain curves)을 그림 

3.3(a)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조합에 대해 모두 도금 직후의 인장 강도와 

연신율은 PEG를 단독으로 적용한 경우와 유사하였다 (2M5S-PEG의 경우 

639 MPa / 2.12 %, PEG-SPS의 경우 627 MPa / 2.66 %, 2M5S-PEG-SPS의 경우 654 

MPa / 2.77 %).  

첨가제 조합으로부터의 제조한 전해 동박의 E 및 K 값은 그림 3.3(b)에 

요약되어 있다. 첨가제를 조합하여 제조한 동박의 E값은 다음과 같이 각각 

단일 첨가제를 적용한 동박의 E 값의 사이에 위치하였다. 2M5S (62.1 GPa) > 

2M5S-PEG (52.4 GPa) ~ 2M5S-PEG-SPS (51.0 GPa) > PEG (46.9 GPa) > PEG-SPS 

(43 GPa) > SPS (39.5 GPa).  

E 값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K 값은 PEG (3.17 GPa) > 2M5S-PEG (3.06 GPa) 

> PEG-SPS (2.42 GPa) ~ 2M5S-PEG-SPS (2.44 GPa) > SPS (0.71 GPa)의 순서로 

역시 첨가제 조합의 경우 단일 첨가제의 값의 사이임이 확인되었다. PEG는 

높은 인장 강도를 얻는 데 필요한 높은 K 값 및 연신율 특성을 갖는 유기 

첨가제였으며, PEG에 SPS를 추가하여 첨가되었을 경우는 E 및 K 값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인장 강도도 감소되었다. 2M5S 첨가제를 적용한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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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에서는 탄성 변형 영역에서 E 값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PEG-SPS와 

비교하여 2M5S-PEG-SPS의 경우가 약간 더 높은 인장 강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2M5S-PEG에 비해 2M5S-PEG-SPS는 연신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SPS가 2M5S에 의해 야기된 전해 동박의 취성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으로 

유추된다.  

첨가제 조합으로 얻어진 전해 동박의 인장 강도 및 연신율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그림 3.4에 도시되어있다. 2M5S-PEG 및 2M5S-PEG-SPS의 

경우는 48 시간 경과 후에도 인장 특성의 변화가 미미하였다. 특히, 2M5S-

PEG-SPS 조합으로부터의 얻어진 전해 동박은 셀프 어닐링에 대하여 가장 

안정적인 특성을 나타내었다(도금 직후 및 48시간 이후 인장 강도 654 

MPa에서 673 MPa 및 연신율 2.8 %에서 2.9 %). 대조적으로, PEG-SPS의 

경우는 인장 강도의 급격한 감소 및 연신율의 증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도금 직후 및 48시간 이후 인장 강도 627 MPa에서 439 MPa 및 

연신율 2.7 %에서 3.4 %), PEG 단독 첨가와 마찬가지로 전해 도금 후의 셀프 

어닐링에 의한 결정 성장에 의한 기계적 물성이 변화화였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C. Lee 등은 구리의 입계 확산(Cu gain boundary diffusion)의 

에너지원으로서 열 에너지(thermal energy), 입계 에너지(grain boundary energy), 

평균 변형 에너지(average strain energy), PEG 주위의 국부 변형 에너지(local 

strain energy), 전위 에너지(dislocation energy), 불순물(impurity) 등을 계산하고 

분석하였다. 이 중 PEG로 인한 국부 변형(local strain)은 잘 알려진 

재결정화(recrystallization)와 셀프 어닐링(self-annealing)의 에너지원이다. 

PEG는 전해 도금 동안 Cu 이온과 함께 도금 표면에 흡착(adsorption)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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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입계(Cu grain boundary)에 흡착된 PEG로 인해 국부적으로 인가된 높은 

응력은, 특히 PEG 분자의 크기가 초기 구리 입계(grain boundary)의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구리 입계 확산(Cu grain boundary diffusion)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PEG의 흡착은 구리 셀프 어닐링의 주요한 구동력(driving 

force)이 된다[43]. 

본 연구에서도 PEG 첨가제가 들어간 PEG 단독 및 PEG-SPS 조합 

처방의 전해 동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장강도가 감소하는 셀프 어닐링 

현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2M5S 첨가제가 추가된 경우는 이러한 시간에 

따른 강도 감소 현상이 변화되었다. 2M5S가 추가된 PEG-2M5S와 PEG-SPS-

2M5S 첨가제 조합의 동박은 48시간 경과 후의 인장강도가 각각 609 MPa와 

673 MPa로 초기의 인장강도와의 변화가 미미하였으며, 일반적인 셀프 

어닐링 현상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어,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장 

강도(tensile strength)를 구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PEG는 초기 인장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2M5S는 이렇게 높은 

인장강도를 시간의 경과에도 유지하는 역할을, SPS는 2M5S로 인해 

취성(brittleness)이 커진 구리 조직의 연신 특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첨가제 조합에 대한 셀프 어닐링의 특성은 σf(48 시간 후 인장 

강도)/σi(초기 인장 강도)의 비로 요약된다(그림 3.5(a)). 2M5S 또는 SPS를 

단독으로 첨가하였을 때의 σf/σi는 1에 가까웠으며, 이는 셀프 어닐링에 대한 

우수한 안정성을 의미한다. σf/σi는 PEG 단독으로 전해액에 첨가 시에는 

0.51로 감소하였다. PEG에 SPS를 추가하였을 때 이 비율은 0.70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셀프 어닐링에 대한 안정성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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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에 SPS와 2M5S를 함께 첨가한 동박의 경우는 σf/σi비가 거의 1로 

증가하여 셀프 어닐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2M5S가 

셀프 어닐링을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첨가제임을 나타내며, SPS 경우는 

2M5S보다 약하지만 셀프 어닐링에 대한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도금 후 48시간 경과 후의 전해 동박의 인장 특성은 그림 3.5(b) 및 

그림 3.5(c)에 요약되어있다. PEG를 첨가하여 전착된 동박이 가장 높은 

연신율을 나타낸 반면, 이 경우는 셀프 어닐링에 의한 상당한 물성 변화를 

초래하였다(σf/σi = 0.51). 경시 후에도 10 % 미만의 특성 변화를 나타내는 

첨가제 조합 중에서, 2M5S-PEG와 2M5S-PEG-SPS 조합의 동박이 인장강도 

600 MPa 이상으로 일반적인 전지용 동박의 인장강도인 약 300~350 MPa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2M5S-PEG의 경우 609 MPa, 2M5S-PEG-

SPS의 경우 673 MPa). 모든 경우의 첨가제 조합 중에서 2M5S-PEG-SPS가 

최상의 인장 특성을 나타내었다(673 MPa의 인장 강도 및 2.9 %의 연신율). 

이러한 기계적 특성의 개선은 (i) SPS 및 2M5S에 의한 셀프 어닐링의 

효과적인 억제, (ii) 2M5S에 의한 탄성 변형 영역에서의 E의 증가 및 (iii) 

높은 K 값에 의해 넓은 소성 변형(plastic deformation)영역을 갖는 동박 

특성을 가능하게 하는 PEG 및 SPS에 의한 취성 감소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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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a) 2M5S-PEG, PEG-SPS, 2M5S-PEG-SPS 첨가제 조합에 의한 전해 

동박의 응력-변형률 곡선(stress-strain curves), (b) (a)의 응력-변형률 

곡선으로부터 얻어진 E와 K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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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도금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첨가제 조합의 종류에 따른 전해 동박의 

인장 특성 (a)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b) 연신율(total elon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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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a) 도금 48시간 경과 후 및 도금 직후의 첨가제 조합에 따른 전해 

동박의 인장 강도의 비(σf/σi), (b) 도금 48시간 경과 후 첨가제 조합에 따른 

전해 동박의 인장 강도 (c) 도금 48시간 경과 후 첨가제 조합에 따른 전해 

동박의 연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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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경시변화에 따른 도금 미세조직과 배향성 

 

전해 도금의 셀프 어닐링(self-annealing) 억제에 대한 2M5S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3종류의 대표적인 동박 시료(PEG-SPS 및 2M5S-PEG-SPS, 

2M5S-PEG)의 구리 결정의 크기 및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림 3.6(a)~(c)는 

각각 PEG-SPS, 2M5S-PEG-SPS 및 2M5S-PEG 조합의 첨가제를 적용하여 

전착된 동박의 도금 후 경과 시간에 따른 단면 이미지를 보여준다. PEG-

SPS의 경우, 도금 직후에 비해 24시간 및 48시간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결정의 크기가 크게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3.6(a)). 그러나, 

2M5S를 추가로 첨가하였을 경우에는, 결정립의 성장은 강하게 억제되어 

도금 직후의 미세한 크기의 결정립이 48시간 경과 후에도 유사하게 

유지되었다(그림 3.6(b) 및 그림 3.6(c)). 

또한, X선 회절 분석법을 이용하여 도금 결정 배향 구조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PEG-SPS, 2M5S-PEG-SPS 및 2M5S-PEG 조합의 첨가제를 

적용하여 전착된 동박에 대한 XRD 패턴이 그림 3.7(a)~(c)에 도시되어 있다. 

PEG-SPS의 경우에는, 전착으로부터 24시간과 48시간까지 경과 후에 (111) 

및 (200) 결정 배향의 강도(intensity)가 크게 발달하였으며, 그 증가 정도는 

(200) 배향의 강도가 더 컸다. 그러나, 2M5S 첨가제가 추가된 2M5S-PEG-

SPS와 2M5S-PEG 조합에 의한 동박의 결정 구조는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거의 없고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 즉, (111) 및 (200) 구리 피크의 

강도는 48 시간 후에도 도금 직후와 거의 유사 하였다.  

그림 3.8에 각각 첨가제 조합에 의한 동박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200)/(111) 피크 강도의 비를 나타내었다. PEG-SPS를 적용한 동박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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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 피크 강도의 비가 시간에 따라 계속 증가한 반면, 2M5S-PEG-

SPS와 2M5S-PEG의 경우는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M5S의 첨가가 특히 (200) 결정 배향의 성장과 셀프 어닐링에 대해 높은 

억제력을 갖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동박의 기계적 

특성을 유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해 도금된 구리 박막에서는 도금 초기에 (111) 배향의 

우선 방위(preferred orientation)을 갖는다. 표면 에너지(surface energy)의 

안정화를 위해 fcc 금속에서 가장 작은 표면 에너지를 갖는 (111) 배향이 

성장하는 것이다[16, 116]. M. Hasegawa 등은 본 실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PS, PEG, Cl을 적용하여 전해 도금된 구리 박막의 도금 후 경과 시간에 

따른 재결정화 현상을 연구하였다. (111)과 (200) 회절 피크 (diffraction 

peaks)의 강도는 도금 후 7일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 피크와 (100) 피크의 비가 다른 조성의 경우에 비해 더욱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셀프 어닐링 동안의 결정 배향(crystalline orientation)이 

불균일하게(anisotropic) 변화함을 의미하며, 이는 구리 결정의 탄성 

상수(elastic constant)의 차이로부터 기인한다. (200) 배향의 변형 에너지(strain 

energy)가 가장 작기 때문에 재결정화가 진행되는 동안 (200) 배향의 결정이 

가장 많이 성장하기 때문이다[16].  

본 실험에서도 PEG-SPS 경우는 (111) 배향보다 (200) 배향에서의 

상대적으로 작은 변형 에너지(strain energy)로 인해 셀프 어닐링에 의해 (200) 

배향의 결정이 주로 성장하였고 2M5S를 추가한 PEG-SPS-2M5S의 경우는 

(200) 피크의 배향이 시간의 경과 후에도 거의 발달하지 않았으며, 셀프 

어닐링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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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은 X선 회절 분석에 의해 계산된 첨가제 조합 및 도금 후 경과 

시간에 따른 전해 동박의 결정 크기를 나타낸다. (111) 및 (200) 배향의 결정 

크기는 Scherrer의 식으로부터 계산되었다[117-119]. PEG-SPS의 경우, (111) 

배향의 도금 직후 결정의 크기가 27.5 nm에서 도금 24시간 경과 후 38.4 nm, 

48시간 경과 후 42.4 nm로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다. (200) 배향의 결정 

크기도 도금 직후 15.3 nm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36.9 nm(24시간 경과 후), 

44.0 nm(48시간 경과 후)로 크게 증가하였다. 도금 후 재결정화에 따른 결정 

배향의 강도(intensity)가 (200) 배향에서 더 발달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200) 

배향의 결정 크기의 변화가 (100)에 비하여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2M5S를 추가로 첨가한 2M5S-PEG-SPS의 첨가제 조합의 

경우에는, 시간의 변화에도 결정립의 크기 변화가 미미하였다. 도금 직후의 

결정 크기는 (111) 배향에서 26.6 nm, (200) 배향에서 12.8 nm로, PEG-SPS에서 

각각 27.5 nm, 15.3 nm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서도 그 

크기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도금 직후부터 48시간 경과 후까지 (111) 배향의 

결정 크기는 26.6 nm에서 25.8 nm, 25.3 nm로, (200) 배향의 결정 크기는 12.8 

nm에서 11.0 nm, 11.9 nm로 변화). 2M5S-PEG 조합의 동박에서도 마찬가지로, 

도금 직후부터 48시간 경과 후까지 (111) 배향의 결정 크기는 27.6 nm에서 

29.8 nm로, (200) 배향의 결정 크기는 13.5 nm에서 14.9 nm로 변화가 

미미하였으며, 그 크기는 2M5S-PEG-SPS 경우와 유사하였다. 이와 같이 

도금된 구리 결정의 크기 분석에서도 2M5S의 첨가가 셀프 어닐링에 의한 

재결정화를 강하게 억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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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도금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동박의 단면 이미지 (a) PEG-SPS (b) 

2M5S-PEG-SPS (c) 2M5S-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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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도금 후 시간 경과에 따른 XRD 패턴 (a) PEG-SPS, (b) 2M5S-PEG-

SPS, (c) 2M5S-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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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도금 후 시간 경과에 따른 XRD의 (200)/ (111) 피크 강도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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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도금 후 시간 경과에 따른 결정의 크기 (a) PEG-SPS, (b) 2M5S-

PEG-SPS, (c) 2M5S-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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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첨가제 구조에 의한 혼입의 영향 

 

전해 도금에 의한 구리 박막(Cu thin film) 제조 시에는 전해액의 유기 

첨가제들이 혼입(incorporation)된다는 여러 연구가 있으며, 첨가제가 전해 

도금되는 동안 Cu와 함께 혼입되는 현상은 구리 박막(Cu thin film)내의 

황(sulfur), 염소(chloride), 탄소(carbon) 등의 유기물 불순물의 함량의 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44, 107, 120-125].  

그러나, 이렇게 혼입된 첨가제가 셀프 어닐링에 미치는 거동은 그 

종류에 따라 달라짐을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인 유기 첨가제는 PEG의 

경우와 같이 유기물의 재배치(redistribution)를 통하여 

재결정화(recrystallization)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PEG 등의 큰 

분자량의 불순물은 흡착되었던 입계(grain boundary)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자발적인 셀프 어닐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2M5S 등의 

첨가제로부터의 불순물은 구리 입계(grain boundary)에서 2상 입자(second 

phase particles)로 작용하게 된다. 즉, 피닝 압력(pinning pressure)으로 작용하여 

기지상(matrix phase)에서의 경계 움직임(boundary motion)을 방해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전해 동박 내부로의 유기물의 혼입은 셀프 어닐링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2M5S의 혼입은 머캅토기(mercapto group) 및 

설포네이트기(sulfonate group)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박 내에서 황 함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TOF-SIMS를 사용하여 PEG-SPS, 2M5S-

PEG-SPS 및 2M5S-PEG 첨가제 조합으로 전착된 동박의 황의 함량을 

비교하였다(그림 3.10).  2M5S가 없는 PEG-SPS 조합의 경우, SPS의 

혼입으로 인해 황이 검출되었으나, 2M5S-PEG-SPS 및 2M5S-PEG 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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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적용한 경우의 황 함량은 PEG-SPS의 경우보다 10배 이상 높았으며, 

이는 2M5S의 추가 혼입을 의미한다. 2M5S의 황 원자는 Cu 이온과 결합하여 

2차 입자(second phase particles)로 작용하고 결정 경계의 움직임(grain boundary 

motion)을 감소시키는 피닝 압력(pinning pressure)의 역할을 할 수 있다[50, 

126, 127]. SPS와 비교하여, 2M5S는 구리의 전착 동안 더욱 빠르게 

혼입(incorporation)되어, 이로 인한 구리 전착물의 황 함량의 증가는 셀프 

어닐링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고, 이로 인해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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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PEG-SPS, 2M5S-PEG-SPS, 2M5S-PEG 첨가제 조합을 적용한 전해 

동박에 혼입된 황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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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첨가제 구조에 의한 셀프 어닐링의 영향  

 

2M5S는 Cu 이온과 결합하여 결정 구조 내 혼입되어 결정 경계의 

움직임(grain boundary motion)을 감소시키는 피닝 압력(pinning pressure)의 

역할을 하여[50, 126, 127], 셀프 어닐링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고, 이로 

인해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얻을 수 있었다. 2M5S는 머캅토기(mercapto 

group), 아졸기(azole group), 설포네이트기(sulfonate group), 벤젠고리(benzene 

ring)을 포함한 첨가제로서, 셀프 어닐링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기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소와 황이 포함된 유사한 구조의 5종류의 

첨가제를 추가로 각각 적용하여 거동을 확인하였다. 2-mercapto-5-

benzimidazole sulfonic acid sodium salt (2M5S) 외에 3-mercapto-4-methyl-4H-1,2,4-

triazole (3‐MMT), 3-(benzothiazol-2-ylthio)-1-propanesulfonic acid sodium salt (ZPS), 

3-mercapto-1-propanesulfonic acid sodium salt (MPSA), sodium benzenesulfonate 

(NaBS), sodium 2-nitroaniline-4-sulfonate (2N4S) 첨가제의 구조를 그림 3.11에 

도시하였으며, 머캅토기(mercapto group)는 붉은색, 아졸기(azole group)기는 

파란색, 설포네이트기(sulfonate group)는 녹색, 벤젠고리(benzene ring)은 회색 

점선으로 각각 표시하였다. 표 3. 1에서와 같이 2M5S를 포함한 6종의 유기 

첨가제는 각각 4종의 작용기를 2개 내지 4개 포함하고 있다. 

PEG와 SPS 첨가제는 동일하게 고정하여 적용하고 6종의 첨가제를 

각각 추가하여 제조한 전해 동박의 셀프 어닐링의 특성인 σf (48 시간 후 

인장 강도)/σi (초기 인장 강도)의 비를 그림 3.12(a)에 나타내었다. 3-MMT 

첨가제를 추가한 3‐MMT-PEG-SPS 조합의 경우 σf/σi 비가 0.97로 2M5S-PEG-

SPS와 마찬가지로 1에 가까웠으며 셀프 어닐링을 억제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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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MPSA-PEG-SPS, ZPS-PEG-SPS, NaBS-PEG-SPS, 2N4S-PEG-SPS 조합의 

σf/σi 비는 0.65~0.68로 급격한 셀프 어닐링이 발생하였다. 3-MMT는 2M5S와 

마찬가지로 셀프 어닐링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첨가제였으나, MPSA, ZPS, 

NaBS, 2N4S는 이런 효과를 갖지 못하였다. 그림 3.12(b)에 도금 후 48시간 

경과 후의 이들 첨가제 조합 전해 동박의 인장 강도를 특성을 나타내었다. 

3‐MMT-PEG-SPS 조합의 경우 2M5S-PEG-SPS 조합의 동박과 마찬가지로 600 

MPa 이상의 높은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3‐MMT-PEG-SPS의 경우 600 MPa, 

2M5S-PEG-SPS의 경우 673 MPa). 그러나, MPSA, ZPS, NaBS, 2N4S 첨가제를 

추가한 경우는 PEG-SPS 조합에 비해 인장강도의 추가적인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첨가제에 따른 셀프 어닐링 억제 효과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3.13에서와 같이 전해 도금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결정 크기의 변화를 

단면 이미지로 나타내었다. 인장강도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그림 3.13(a)의 

2M5S-PEG-SPS와 3.13(b)의 3‐MMT-PEG-SPS의 경우는 도금 직후에서부터 

48시간 경과까지 결정립의 성장이 억제되어 초기의 미세한 결정 크기가 

유지되었으나, 그림 3.13(c)~(f)의 MPSA-PEG-SPS, ZPS-PEG-SPS, NaBS-PEG-

SPS, 2N4S-PEG-SPS 조합의 경우는 도금 직후에 비해 24시간 및 48시간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결정의 크기가 크게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3-mercapto-1-propanesulfonic acid sodium salt (MPSA)와 2-mercapto-5-

benzimidazole sulfonic acid sodium salt (2M5S)는 동일한 머캅토기(mercapto 

group)와 설포네이트기(sulfonate group) 말단기를 가진 형태이며, 2-mercapto-5-

benzimidazole sulfonic acid sodium salt (2M5S)는 아졸기(azole group)와 

벤젠고리(benzene ring)이 융합된 추가의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 MPSA는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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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 도금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촉진제(accelerator)인 bis(3-sulfopropyl) 

disulfide (SPS)의 이합체(dimer)이며, 그 자체로도 촉진제로 사용된다.  

촉진제인 SPS와 MPSA는 Cl-의 존재 하에 머캅토기(mercapto group)를 

통해 전극에 흡착되며[106], N.T.M. Hai 등은 SPS에 의한 구리 전해 도금 

촉진 효과를 그림 3.14과 같이 설명하였다[105]. SPS는 염화물로 개질된 

표면에 물리적으로 흡착(physisorption)된 후, 2개의 MPS로 자발적으로 

분리되어 화학적으로 흡착(chemisorption)되고, 이렇게 흡착된 MPS는 

국부적으로 다시 전해질 내로 탈착(desorption)될 수 있다. 이러한 SPS와 

MPS의 상호 반응과 흡착/탈착으로 인해 구리 도금이 촉진되는 것이다. 또한, 

J. J. Kim 등은 MPSA가 머캅토기(mercapto group)의 이황화물(disulfide)로의 

산화를 통해 구리 증착의 속도 결정 단계 (rds)를 현저하게 개선시킨다는 

것을 밝혀내었다[86]. 전해질 내에서 MPSA는 산화를 통해 이황화물을 

생성한 후 이황화물의 결합 절단(bond cleavage)에 의한 구리 도금 표면에 

흡착하는 주기를 통하여, 2가 구리 이온(cupric ion)의 환원, 구리 표면에서의 

흡착 및 환원성 탈착(reductive desorption)의 순차적인 반응으로 구리 

전해도금의 촉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구 결과에 따라 

상세한 거동은 다소 상이하지만[86, 104-106, 128-130], 구리 전해 도금의 촉진 

역할은 머캅토기(mercapto group) 또는 이황화물(disulfide)의 흡착/탈착 반응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설포네이트기(sulfonate group)는 2가 구리 

이온(cupric ion)을 포착(trapping)하고 효과적으로 전극 표면으로부터 전자를 

이동하여 환원을 촉진시킨다[106]. 

MPSA와 2M5S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머캅토기(mercapto group)와 

설포네이트기(sulfonate group) 말단기는 구리 도금 촉진제로서의 역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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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하지만, MPSA는 그림 3.12와 3.13(c)에서와 같이 셀프 어닐링 억제 

효과가 없으며, 이에 따라 2M5S의 아졸기(azole group)기와 벤젠고리(benzene 

ring)가 융합된 추가의 구조가 불순물로 혼입되어 셀프 어닐링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구조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3-(benzothiazol-2-ylthio)-1-propanesulfonic acid sodium salt (ZPS)는 그림 

3.11(c)에서와 같이 2M5S와 유사한 아졸기(azole group)기와 벤젠고리(benzene 

ring)가 융합된 구조와 설포네이트기(sulfonate group)를 포함하고 있다. ZPS는 

2M5S와 아졸기(azole group)의 질소와 황의 개수만 다르며, 머캅토기(mercapto 

group)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ZPS를 적용한 경우도 그림 3.12와 

3.13(d)에서와 같이 셀프 어닐링 억제와 인장강도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졸기(azole group)와 벤젠고리(benzene ring)는 존재하나 

머캅토기(mercapto group)가 없는 ZPS의 거동은 MPSA의 작용 메커니즘에서 

알 수 있듯이 머캅토기(mercapto group)가 구리 전해 도금에서 전극 표면 

흡착에 필수적인 작용기임을 의미한다.  

또한, 설포네이트기(sulfonate group)와 벤젠고리(benzene ring)을 포함한 

첨가제인 Sodium benzenesulfonate (NaBS), Sodium 2-Nitroaniline-4-sulfonate 

(2N4S)를 적용한 경우도 그림 3.12과 3.12(e)-(f)에서처럼 2M5S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도금 표면 흡착에 필요한 

머캅토기(mercapto group)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머캅토기(mercapto group)와 아졸기(azole group)를 포함한 3-

mercapto-4-methyl-4H-1,2,4-triazole (3‐MMT)를 적용한 경우는 2M5S와 같이 

셀프 어닐링을 억제하여 시간의 경과 후에도 높은 인장강도를 

유지하였다(그림 3.12 및 3.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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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atsuda 등의 연구에 의해 질소 원자와 벤젠고리의 전해 도금 시 

혼입(incorporation)의 역할을 추정할 수 있다[50]. 질소 원자의 높은 

전기음성도(electronegativity)로 인해 질소 원자 근처의 전자 밀도는 

분극(polarization)에 의해 증가하게 되고, 구리 이온과의 결합력이 더 강해져 

도금 시에 보다 쉽게 혼입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벤젠 고리(benzene 

ring)를 함유하는 경우는 벤젠 고리로부터의 전자( electrons)의 

공여(donating)으로 인해 전자 밀도가 더욱 높아지고 이에 의해 구리 

이온과의 결합력과 불순물로서의 혼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2M5S와 3‐MMT의 아졸기(azole group)의 질소와 황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구리 이온과의 결합력을 높이고 전해 도금된 동박 

내로 혼입되어 셀프 어닐링을 억제하여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유지함을 알 

수 있었으며, 2M5S는 아졸기(azole group) 외에 벤젠 고리(benzene ring)를 

포함하는 구조로 구리 이온과 더 강한 결합력(binding force)으로 혼입되어, 

피닝 효과와 셀프 어닐링 억제 효과가 더 증가함을 확인하였다(3‐MMT-PEG-

SPS의 경우 600 MPa, 2M5S-PEG-SPS의 경우 673 MPa). 2M5S 첨가제의 

기계적 특성의 개선은 (i) 머캅토기(mercapto group)에 의한 전극 표면에의 

흡착, (ii) 아졸기(azole group)의 질소 원자에 의한 전자 밀도 증가 (iii) 벤젠 

고리(benzene ring)에 의한 추가적인 결합력(binding force)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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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전해 동박 도금의 셀프 어닐링과 기계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적용한 첨가제의 구조 (a) 2-mercapto-5-benzimidazole sulfonic acid sodium 

salt(2M5S), (b) 3-mercapto-4-methyl-4H-1,2,4-triazole (3‐MMT), (c) 3-

(benzothiazol-2-ylthio)-1-propanesulfonic acid sodium salt (ZPS), (d) 3-mercapto-

1-propanesulfonic acid sodium salt (MPSA), (e) sodium benzenesulfonate (NaBS), 

(f) sodium 2-nitroaniline-4-sulfonate (2N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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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첨가제 종류에 따른 함유한 작용기의 구분 

 
 

  

mercapto
group

 azole
group

sulfonate
group

benzene
ring

2-Mercapto-5-benzimidazole sulfonic acid sodium salt (2M5S) ○ ○ ○ ○

3-Mercapto-4-methyl-4H-1,2,4-triazole (3‐MMT) ○ ○ X X

3-(Benzothiazol-2-ylthio)-1-propanesulfonic acid sodium salt (ZPS) X ○ ○ ○

3-Mercapto-1-propanesulfonic acid sodium salt (MPSA) ○ X ○ X

Sodium benzenesulfonate (NaBS) X X ○ ○

Sodium 2-Nitroaniline-4-sulfonate (2N4S) X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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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a) 도금 48시간 경과 후 및 도금 직후의 첨가제 조합에 따른 전해 

동박의 인장 강도의 비(σf/σi), (b) 도금 48시간 경과 후 첨가제 조합에 따른 

전해 동박의 인장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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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도금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동박의 단면 이미지 (a) 2M5S-PEG-SPS, 

(b) 3-MMT-PEG-SPS, (c) MPSA-PEG-SPS, (d) ZPS-PEG-SPS, (e) NaBS-PEG-SPS, 

(f) 2N4S-PEG-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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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구리 전해 도금에서의 SPS와 MPS 반응 주기의 개략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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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유기 첨가제에 의한 TSV 평탄화 특성 

 

3. 2. 1. 유기 첨가제와 Cu 이온의 complex 형성과 

전기화학적 특성 

 

TSV 충전의 유기첨가제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구리 전해 도금 시의 

각 첨가제의 전기 화학적 거동을 선형 주사 전위법(linear sweep voltammetry, 

LSV)에 의해 분석하였다. 그림 3.15(a)와 (b)는 각각 회전 전극(RDE)이 

정지한 상태(0 rpm) 및 회전하는 대류 조건(1000 rpm)에서 각각 유기 첨가제 

조합에 따른 LSV 결과를 나타낸다. 전해액에 추가한 첨가제는 각각 10 

μM의 SPS를 A, 50 μM PEG-PPG를 S, 400 μM NH4I를 L로 표시하였다. 그림 

3.15(a)의 유체의 흐름이 없는 0 rpm 상태에서는, 첨가제가 없는 경우에 비해 

SPS와 PEG-PPG copolymer를 추가한 경우에 환원-전류 밀도(reduction-current 

density)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구리 환원에 대한 억제 효과를 의미한다. SPS, 

PEG-PPG copolymer 이외에 NH4I까지 추가한 경우는 이러한 억제 효과가 

더욱 가중되었다.  

구리 전해 도금에서의 아이오딘화 이온의 작용은 다음의 화학 반응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Cu2+ + Cu ↔ 2Cu+                                             (3.3) 

Cu+ + I- ↔ CuI                                                (3.4) 

 

구리 도금 표면에서 1가 구리 이온(cuprous ion)은 식 3.3에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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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화 반응(disproportionation reaction)에 의해 생성되며, 식 3.4와 같이 

동시에 아이오딘화 이온(iodide ion)과 반응하여 CuI를 형성한다. PEG-PPG 

copolymer와 SPS 첨가는 Cl--Cu+-PEG-PPG의 억제층을 형성하여 전극 표면 

부근에서의 구리 이온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Cu-thiolate 

착화합물의 형성을 통해 2가 구리 이온(cupric ion)을 1가 구리 이온(cuprous 

ion)으로 환원시킨다. 또한, 표면에서의 높은 1가 구리 이온(cuprous ion) 

농도는 CuI의 화학적 형성을 촉진한다[70, 91, 131, 132]. 

 그림 3.15(b)의 1000 rpm의 대류 상태 에서는 SPS/PEG-PPG 조합, 

SPS/PEG-PPG/NH4I 조합에서의 억제 효과가 더욱 증가하였으며, 이는 

첨가제와 아이오딘화 이온의 이동을 촉진하여 CuI의 화학적 형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림 3.15(a)와 그림 3.15(b)의 0 rpm, 1000 rpm 두 조건 모두, 2M5S의 

첨가는 환원-전류 밀도(reduction-current density)를 증가시켰으며, 이는 

2M5S가 아이오딘화 이온(iodide ions)의 억제 효과를 감소시켰음을 나타낸다.  

2M5S가 없는 경우는 아이오딘화 이온의 흡착에 의해 전극 표면에 

비전도성 아이오딘화 제일구리(CuI)층이 형성됨으로써 구리 이온의 환원이 

강하게 억제되나[70], 이 억제 효과는 Cu 이온과 결합하여 Cu 표면상의 

Cu(I)-2M5S 착화합물 층(complex layer)을 형성하는 2M5S의 첨가에 의해 

약화된다[50, 126, 127]. Cu(I)-2M5S 착화합물의 형성은 다음 반응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아이오딘화 이온에 의해 가속화되고 아이오딘화 

제일구리(CuI) 억제층의 용해와 함께 환원 전류를 증가시킨다. 

 

(CuI)ads +I− → CuI2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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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I2
− +2M5S → Cu(I)-2M5S + 2I− +H+                               (3.6) 

 

여기서 양성자 H+는 Cu(I)-2M5S 착화합물을 형성하는 2M5S의 해리 

산물이다. 

전극이 회전하는 대류 조건에서는 2M5S의 물질 전달에 의해 이 효과는 

더욱 분명해진다. 물질 전달에 의해 구리 표면의 2M5S 농도가 높아지므로 

구리 도금 표면에도 CuI보다 Cu(I)-2M5S 화합물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TU는 2M5S와 다른 거동을 보였다. 전극이 회전하지 않는 정지 

상태에서, TU는 그림 3.1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CuI의 억제 효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전극이 회전하는 대류 조건에서는 TU는 

CuI에 비해 추가적인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그림 3.15(b)). 이러한 전기 

화학적 거동은 TU와 CuI 사이의 착화합물의 형성과 관계가 있다. TU는 

CuI와 결합하며, 전극 표면의 TU와 CuI의 비율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착화합물을 형성한다[133-137].  

식 3.7은 대표적인 TU와 CuI의 화합물을 나타낸다[137]. 

 

CuI + 3CH4N2S → Cu(CH4N2S)3I                                   (3.7) 

 

이러한 TU와 CuI의 착화합물의 안정성은 Cu 이온 환원의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회전 전극의 정지 상태에서는 전극 

표면에서의 TU의 농도가 낮아, TU-CuI 복합체는 전극에서 추가적인 억제 

효과를 가질 만큼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전극이 회전하여 대류 

상태가 되어 전극 표면에 충분한 TU가 공급되면 안정적인 TU-C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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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화합물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Cu 이온의 환원의 추가적인 억제 

현상은 그림 3.15(b)에 도시되어 있다. 

2M5S의 농도에 따른 LSV 곡선을 회전 전극(RDE)이 정지한 상태(0 rpm) 

및 회전하는 대류 조건(1000 rpm)에서 각각 그림 3.16(a)와 그림 3.16(b)에 

나타내었다. 2M5S의 첨가제 의한 Cu(I)-2M5S 착화합물 층(complex layer)의 

형성은 구리 도금 표면에 흡착한 아이오딘화 제일구리(CuI)층의 억제 

효과를 약화시켰으며, 150 μM까지의 농도 범위에서 2M5S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이 효과도 커져 환원-전류 밀도(reduction-current density)를 

증가시켰다. 

한편, 그림 3.17(a)와 같이 TU를 적용한 0 rpm의 경우는 TU 농도 0에서 

150 μM까지 경향성이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3.17(b)에서는 

1000 rpm의 경우 TU 농도 증가에 따라 억제 효과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M5S 경우와는 상반된 결과로 2M5S는 Cu(I)-2M5S 착화합물을 

형성하여 CuI 억제 효과를 약화시키지만, TU는 전극이 회전하여 전극 

표면에 충분한 TU가 공급되면 TU-CuI 착화합물이 형성되어 CuI 이외의 

추가적인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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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첨가제 조합에 따른 LSV 곡선 (a) 0 rpm 조건, (b) 1000 rpm 조건. 

10 μM SPS (A), 50 μM PEG-PPG (S), 400 μM NH4I (L), 100 μM 2M5S, 100 μM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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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2M5S 농도에 따른 LSV 곡선 (a) 0 rpm 조건, (b) 1000 rpm 조건. 10 

μM SPS, 50 μM PEG-PPG, 400 μM NH4I의 표준 용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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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TU 농도에 따른 LSV 곡선 (a) 0 rpm 조건, (b) 1000 rpm 조건. 10 

μM SPS, 50 μM PEG-PPG, 400 μM NH4I의 표준 용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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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2. 유기 첨가제 종류와 농도에 따른 TSV filling 특성  

 

첨가제 종류에 따른 전기 화학적 상호 작용은 TSV filling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림 3.18는 다양한 농도의 2M5S로 TSV를 채운 후의 

TSV의 단면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림 3.18(a)에서처럼 표준 전해액(standard 

electrolyte)을 적용하여 전해 도금한 경우, 균일하고 결함이 없는(defect-free) 

TSV 충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림 3.18(b) 및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2M5S의 50 및 100 μM 농도에서는 공극이 없는(void-free-filled) 완전 충전 

TSV와 등각(conformal) 충전 TSV 형태가 함께 공존하였다. 이러한 2M5S에 

의한 불균일한 TSV 충전은 상단 표면 이미지(top surface image)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그림 3.18(e)). 그림 3.15의 전기 화학적 분석에 

의해 나타난 바와 같이, Cu(I)-2M5S complex의 형성은 특히 2M5S의 물질 

전달이 촉진되는 TSV의 상부 표면에서의 CuI의 억제 효과를 더욱 

약화시킨다. 따라서, Cu(I)-2M5S 착화합물의 형성은 그림 3.18(b) 및 그림 

3.18(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 표면에 과도한 Cu 전해 도금을 초래하고 

등각(conformal) 충전이 발생시켰다. TSV에서의 Cu(I)-2M5S complex의 형성은 

TSV의 바닥과 측면에서의 억제 효과의 차이를 감소시켰으며, 그림 

3.18(d)에서처럼 더 높은 농도의 2M5S 적용 시에는 TSV 충전이 달성되지 

않았다.  

한편, 다양한 농도의 TU 첨가제를 적용한 TSV의 충전 프로파일이 그림 

3.19에 도시되어 있다. 실시된 모든 TU 농도에서 균일하고 결함이 없는 

TSV 충전이 되었으며, 이는 TU가 농도에 상관없이 TSV의 상부에서 CuI와 

안정한 억제층을 형성하였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TSV의 균일한 충전은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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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M의 높은 농도의 TU를 적용한 경우인 그림 3.19(d)에서도 명확하게 

관찰되었다. 

2M5S를 사용한 TSV filling은 결함이 없는 TSV 충전(defect-free filled 

TSV)과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TSV(unfilled TSV)가 동시에 

발생하였으나(그림 3.18), 대조적으로 TU는 균일하고 결함이 없는 TSV 

충전이 가능하였다(그림 3.19). TU를 적용한 경우 충전이 불완전한 TSV는 

발생하지 않았다. 2M5S와 TU의 TSV 충전 결과의 차이는 첨가제와 

아이오딘화 이온과의 상호 작용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2M5S는 아이오딘화 

이온과 경쟁하여 CuI 억제층을 파괴하는 반면, TU는 CuI 억제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림 3.20에서와 같이 유기 첨가제의 거동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절반만 충전한 TSV(half-filled TSV)를 통하여 충전 형태를 비교하였다. 

반충전 TSV는 도금 시간을 500 초로 감소하여 제작하였다(500mC). 그림 

3.20(a) 및 그림 3.20(b)는 2M5S 첨가제를 투입하여 전해 도금한 TSV 

프로파일이다. TSV는 바닥으로부터 채워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각각의 

TSV의 충전 비율(filling ratio)이 상이하며, TSV 측면에서의 Cu 도금이 진행된 

컨포멀 충전(conformal filling)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도금 표면 Cu(I)-

2M5S complex의 형성의 분균일로 CuI의 억제 효과를 약화시켰음을 

나타낸다. CuI는 도 그림 3.20(e)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특히 TSV의 상부에서 

Cu 전해 도금을 억제하여 표면의 평탄한 성장을 시키는 레벨링(levelling)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Cu(I)-2M5S complex는 CuI와 경쟁하며, 이 상호 

작용은 불균일한 컨포멀 충전 (conformal filling)을 야기시켰다(그림 3.18(b)-

(d)). 이 현상은 2M5S의 높은 농도에서 더 명확히 관찰되었다(그림 3.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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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I)-2M5S complex의 형성에 의해 유도된 억제 효과의 약화 및 상부에서의 

전하 누출(charge leakage)이 불균일한 컨포멀 TSV 충전을 야기시킨 것이다. 

TU가 첨가되었을 때에는(그림 3.20(c) 및 그림 3.20(d)), 2M5S 및 TU가 없는 

TSV 충전과 유사하게(그림 3.20(e)), 전해 도금되는 동안 TSV 내부의 Cu의 

성장 표면이 평탄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TU가 TU-CuI complex 형태로 

안정한 억제층을 형성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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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2M5S 농도에 따른 TSV filling profile (a) 0 μM (b) 50 μM, (c) 100 μM, 

(d) 150 μM 2M5S, (e) 100 μM 2M5S 첨가 시의 상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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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TU 농도에 따른 TSV filling profile (a) 0 μM (b) 50 μM, (c) 100 μM, (d) 

150 μM 2M5S, (e) 100 μM TU 첨가 시의 상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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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충전 시간 조절에 따른 half-filled TSV filling profile (a) 50 μM 2M5S, 

(b) 100 μM 2M5S, (c) 50 μM TU, (d) 100 μM TU, (e) 표준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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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3. 유기 첨가제 종류와 농도에 따른 표면 평탄화 특성 

 

2M5S 유기 첨가제를 적용하여 전해 도금으로 TSV 충전한 쿠폰 

웨이퍼(coupon wafers)를 기계적으로 연마하고 400 ℃에서 30 분 동안 

어닐링하여 Cu 돌출(protrusion)에 대한 2M5S의 영향을 관찰하였다. 그림 

3.21은 Cu 충전된 TSV의 어닐링 후 형성된 Cu 돌출부의 AFM(atomic force 

microscope)의 라인 스캔 프로파일(line scan profiles) 및 이미지(topographs)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2M5S를 추가하여 TSV 충전을 수행한 경우, Cu 

돌출부의 높이가 상당히 감소되었으며, Cu 돌출부의 평균 높이는 2M5S 50, 

75 및 100 μM에 대해 각각 438.5, 197.0 및 85.5 nm로, 2M5S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완화되었다. 이 값은 2M5S가 없는 Cu 돌출의 기준 

높이(565.8 nm)의 각각 75.7 %, 34.8 % 및 15.1 %이었다. Cu의 전착 동안 

2M5S는 Cu 표면에 강하게 흡착하여 Cu 도금 결정에 

혼입(incorporation)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며[50, 126]. 이 과정은 

아이오딘화 이온의 촉매 효과에 의해 가속화된다[127].  

D-Q. Zhang 등은 구리의 부식 방지(corrosion inhibitor)를 위하여 2-

mercapto benzimidazole (MBI)와 아이오딘화 이온의 상승 작용(synergistic 

effect)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mercapto benzimidazole (MBI)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2-mercapto-5-benzimidazole sulfonic acid (2M5S)와 유사한 구조로 

머캅토기, 질소, 벤젠 고리를 구조 내 포함하고 있다. MBI와 KI를 혼합하여 

적용하였을 경우, MBI만 단독으로 첨가했을 때에 비해 부식 속도가 

감소하고, 방식 효과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승 효과는 구리 표면에 

아이오딘화 음이온의 흡착에 의해 양성자화된 MBI의 흡착 및 억제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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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의 촉진에 기인한 것이다 [127]. 

2M5S는 전해 도금 결정 내에 혼입될 수 있으며 이는 3.1절의 2M5S 

첨가제에 의한 전해 동박의 인장강도 특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TSV 

충전에서는 아이오딘화 이온의 촉매 효과에 이러한 혼입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렇게 혼입된 2M5S는 피닝 효과(pinning effect)를 유도하여 Cu 

돌출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다. 

Cu 돌출의 완화에 대한 TU의 효과도 관찰하였다(그림 3.22). Cu 

돌출부의 높이는 각각 50, 75, 100 및 150 μM 농도의 TU에서 557.8, 340.4, 

309.5 nm 및 174.2 nm였으며, 이 값은 각각 TU를 첨가하지 않은 기준값의 

98.5 %, 60.2 %, 54.7 % 및 30.8 %이다. 이 결과는 TU가 동일한 농도에서 

2M5S보다 Cu 돌출 억제의 효과가 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TSV 

충전의 균일성 측면에서는 Cu 돌출의 완화를 위해 2M5S보다는 TU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결과적으로 150 μM 고농도의 TU에서도 

균일한 TSV 충전이 달성되었고, Cu 돌출은 75 μM의 2M5S와 유사하게 69.2 % 

감소되었다. 

2M5S 및 TU의 농도에 따른 Cu 돌출부의 높이 변화는 그림 3.23에 

요약되어 있다. Cu 돌출은 2M5S 및 TU 첨가제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완화되었다. 이는 더 많은 첨가제의 혼입으로 피닝 효과가 향상되기 

때문이다. 두 첨가제 모두 Cu 이온과 강한 complex를 쉽게 형성할 수 있는 

2개의 질소 원자와 황 원자를 갖고 있으므로 Cu 결정 구조 안에 높은 

수준으로 혼입될 수 있다. 그러나 두 첨가제의 효과를 비교하면 2M5S와 

TU의 분자 구조 차이로 인해 2M5S가 동일한 농도에서 TU보다 강한 피닝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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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5S는 아이오딘화 이온의 촉매 효과로 인해 CuI 억제층을 파괴하고 

도금 표면에 강하게 흡착하여 쉽게 혼입되는 반면, TU는 CuI와 complex를 

형성하여 2M5S에 비해 약한 흡착과 혼입이 일어난다. 또한, 2M5S는 

머캅토기 이외에 질소를 포함한 아졸기와 벤젠 고리를 함유하며 이는 Cu 

결정 구조에 혼입되기에 보다 유리하여 피닝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이다[50]. 

혼입된 2M5S와 TU 유기 첨가제는 도금 중 혼입되어 결정 내에 존재하게 

된다.  

A. Heryanto 등은 TSV 충전 후 어닐링 온도에 따른 돌출 정도의 영향 

확인을 위하여 도금 결정 크기(grain size)의 변화를 EBSD 분석에 의해 

수행하였다. 그 결과, 어닐링 온도가 높아질수록 도금 결정 크기도 증가하며 

이에 따라 TSV 돌출의 정도도 증가함을 확인하였다[71]. 이와 같이 전해 

도금의 미세한 결정이 외부 온도 변화에 의해 재결정화(recrystallization)되어 

크기가 커지며 팽창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TSV 표면의 돌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2M5S와 TU 유기 첨가제를 추가하여 도금한 경우는 

혼입(incorporation)과 피닝 효과(pinning effect)에 의해 고온의 어닐링 

조건에서도 결정 크기의 성장을 억제하여 돌출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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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2M5S 농도에 따른 400˚C 어닐링 후의 TSV 충전 구리 돌출의 

스캔 프로파일과 AFM 이미지 (a), (b) 0 μM, (c), (d) 50 μM, (e), (f) 75 μM, and (g), 

(h) 100 μM 2M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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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TU 농도에 따른 400˚C 어닐링 후의 TSV 충전 구리 돌출의 스캔 

프로파일과 AFM 이미지 (a), (b) 50 μM, (c), (d) 75 μM, (e), (f) 100 μM, and (g), 

(h) 150 μM 2M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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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3. 2M5S와 TU 농도에 따른 구리 도출 감소의 비율. 

 

  



 100 

제 4 장   결    론 

   

유기 첨가제의 종류별 전해 동박에 미치는 거동을 규명하였다. PEG 가 

단독으로 적용되었을 경우의 동박은 매우 높은 초기 인장강도와 연신율을 

나타내었으나, 셀프 어닐링 현상이 강하게 발생하여 기계적 강도가 

저하되었다. SPS 와 2M5S 첨가제의 추가는 셀프 어닐링을 억제하였으며, 

2M5S-PEG-SPS 첨가제 조합에서의 동박이 가장 우수한 인장 강도 특성 및 

셀프 어닐링에 의한 물성 변화 억제 특성을 나타내었다. 2M5S-PEG-SPS 

조합에서의 우수한 기계적 특성은 SPS 와 2M5S 의 셀프 어닐링 억제 이외에 

PEG 와 2M5S 의 높은 E 값 및 PEG 와 SPS 에 의한 취성 감소에 의하였다. 

셀프 어닐링 억제 효과 중 특히 2M5S 는 (200) 배향 및 결정 크기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으며, 이는 2M5S 가 Cu 이온과 결합하여 결정 내 

혼입되어 결정 경계의 움직임(grain boundary motion)을 감소시키는 피닝 

압력(pinning pressure)의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2M5S 의 작용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 머캅토기(mercapto group), 아졸기(azole group), 

설포네이트기(sulfonate group), 벤젠고리(benzene ring)을 포함한 첨가제로서, 3‐

MMT, ZPS, MPSA, NaBS, 2N4S 첨가제를 적용하여 인장강도와 결정 크기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3-MMT 는 2M5S 와 마찬가지로 셀프 어닐링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첨가제였으나, MPSA, ZPS, NaBS, 2N4S 는 이런 효과를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셀프 어닐링의 억제와 기계적 특성의 개선은 (i) 

머캅토기(mercapto group)에 의한 전극 표면에의 흡착, (ii) 아졸기(azole 

group)의 질소 원자에 의한 전자 밀도 증가 (iii) 벤젠 고리(benzene ring)에 

의한 추가적인 결합력(binding force)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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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와 같이 PEG, SPS 및 2M5S 의 시너지 효과에 의하여 셀프 

어닐링을 억제하는 600 Mpa 이상 견고한 물성의 동박 물성을 얻을 수 

있었다. 현재 사용되는 전지용 동박은 300~350 Mpa 수준이지만, 향후 리튬 

이차 전지의 고용량화를 위해 동박의 두께가 6 m 이하로 얇아지고, 부피 

팽창이 큰 실리콘 계의 활물질의 적용의 확대에 따라 600 Mpa 이상의 높은 

인장강도의 동박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M5S 는 기존의 동박에 

적용하던 첨가제에 비해 10 배 이상의 비용이나, 도금 전해질 내 수 ppm 

수준의 미량이 적용되므로, 물성 향상에 의해 비용적인 부분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일한 구조의 유기 첨가제의 혼입에 의한 TSV 의 Cu 돌출에 

대한 완화 효과를 확인하였다. 2M5S 와 TU 첨가제는 각각 Cu 결정 내에 

혼입되어 재결정화를 억제하는 피닝 효과(pinning effect)에 의해 TSV 구리 

돌출의 정도를 완화시켰다. 특히 2M5S 는 아졸기(azole group)와 

벤젠고리(benzene ring)를 포함하여 Cu 이온과 더 강한 결합력(binding 

force)으로 구리 전해 도금 동안 혼입되어, 같은 농도에서의 TU 에 비해 더 

강한 피닝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2M5S 를 적용한 경우는 Cu(I)-2M5S 의 

형성으로 인해 CuI 의 레벨링 효과를 약화시킴으로써 균일한 TSV 충전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TU 는 2M5S 에 비해 구리 돌출의 완화 효과는 약하나, 

안정적인 TU-CuI 억제층을 형성함으로써 균일한 TSV 충전이 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황과 질소를 함유한 유기 첨가제의 전해 도금 동안의 Cu 

결정 내 혼입에 따른 피닝 효과에 의한 셀프 어닐링의 억제로, 전해 동박의 

기계적 특성과 TSV 의 Cu 돌출 완화의 각각의 응용 분야에서의 효과를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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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 foil has widely been used as a current collector for Li ion batteries due to its 

excellent electrical, mechanical properties and facile fabrication process, but 

improvement in the properties of Cu foil is necessary for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Li ion battery. Thinner and stronger Cu foil is being demanded, and the self-annealing 

of Cu foil needs to be prevented for effective control of properties as well as higher 

productivity of the fabrication process.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ree additives, 2-mercapto-5-benzimidazole sulfonic 

acid (2M5S), polyethylene glycol (PEG), and bis (3-sulfopropyl) disulfide (SP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self-annealing phenomenon of Cu foil. Cu foil deposited with 

PEG showed the highest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after electrodeposition; however, 

it experienced severe self-annealing for 48 hrs. On the contrary, 2M5S and SPS reduced 

the self-annealing phenomenon with their incorporation into Cu foil, while the initial 

mechanical properties were worse than those with PEG. Therefore, combinations of 

additives were investigated to obtain both higher mechanical properties and excellent 

resistance against self-annealing. Finally, Cu foil having a tensile strength of 673 MPa 

and an elongation of 2.9 % without self-annealing can be fabricated using PEG-2M5S-

SPS.  

In order to confirm the mechanism of 2M5S, we have carried a further evaluation 

of additives including mercapto group, azole group, sulfonate group and benzene ring. 

3-MMT was an effective additive for inhibiting self-annealing, but MPSA, ZPS, NaBS 

and 2N4S did not have this effect. Therefore, the inhibition of self-annealing by the 

incorporation and the improvement of mechanical properties were estimated to be due 

to the adsorption on the electrode surface by mercapto group, electron density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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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itrogen atom of azole group, and additional binding force increase by benzene ring.  

Since the introduction of through silicon via (TSV) technology, Cu 

electrodeposition methods for defect-free and fast TSV filling have been investigated, 

such as by using various organic additives or controlling deposition conditions.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on regulating Cu protrusion of TSV, which may occur in subsequent 

semiconductor processes and strongly influences the reliability of Cu TSV. In this study, 

we used 2-mercapto-5-benzimidazole sulfonic acid (2M5S) and thiourea (TU) as 

separate additives during TSV filling to mitigate Cu protrusion. The electrochemical 

behavior of 2M5S and TU showed that they interacted strongly with iodide ions (leveler) 

to promote or suppress Cu electrodeposition, respectively. The uniformity of TSV filling 

was also influenced by the additives. During Cu electrodeposition, these additives were 

incorporated into the Cu matrix to induce the pinning effect and mitigate Cu protrusion. 

The degree of Cu protrusion was effectively reduced by 84.9% and 69.2% with 2M5S 

and TU, respectively, when compared to the absence of these additives. 

As stated above, we have confirmed the influence of sulfur and nitrogen-containing 

additives on strength and mitigating Cu protrusion of Cu electrodeposition by the 

pinning effect of incorporation into Cu crystals. 

 

Keywords: Cu electrodeposition, Cu foil, organic additive, mechanical property, 

self-annealing, TSV filling, Cu protrusion, pinn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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