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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무전해 도금은 수용액 상에서 금속 이온과 환원제의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 금속을 도금할 수 있는 도금 방법이다. 특히, 표면 

활성화 반응을 통해 기판 표면에 촉매를 형성시키면 다양한 기판에 직접 

금속 도금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이는 반도체 배선 공정에서 확산 

방지막 위에 직접 구리 도금을 수행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반도체 배선 

공정에서 구리 무전해 도금은 우수한 단차 도포성을 이용하여 기존의 물리 

기상 증착법을 사용한 씨앗층 형성을 대체 가능하며 종횡비가 큰 트렌치 및 

비아 내부에 균일한 구리 씨앗층을 형성할 수 있다. 더욱이 특정 작용기를 

포함하는 bis-(3-sulfopropyl) disulfide (SPS), 3-N,N-

dimethylaminodithiocarbamoyl-1-propanesulfonic acid (DPS), 2,2’-

dipyridyl 등의 다양한 유기 첨가제를 사용하여 무결점의 구리 배선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구리 무전해 도금을 차세대 구리 배선 공정의 씨앗층 

형성뿐만 아니라 전체 배선 공정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주목 받고 있다.  

현재까지 구리 무전해 도금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기 첨가제가 

개발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결함 없는 구리 배선 형성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유기 첨가제의 영향에 대한 현상 보고에만 그쳤을 뿐 유기 첨가제가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효과를 나타내는지 규명된 바가 

없다. 따라서 유기 첨가제의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다면 구리 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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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의 반도체 배선 공정으로의 적용 가능성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낮은 농도에서는 가속 효과를, 높은 농도에서는 억제 

효과를 보이는 농도의존적 유기 첨가제 중 하나인 SPS의 작동 메커니즘을 

실시간 분석법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SPS는 환원제인 포름알데히드의 산화에 

의해 disulfide 결합이 깨져 thiol의 형태로 구리 표면에 효과적으로 흡착하여 

고농도로 존재할 경우, 구리 무전해 도금을 억제시킨다. 한편 저농도의 

SPS는 포름알데히드의 산화 과정을 빠르게 하여 구리 무전해 도금을 

가속시킨다. SPS와 MPSA의 산화∙환원 반응의 순환(redox cycle)을 통해 

SPS가 작동하며 SPS의 표면 농도에 따라 가속 및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전반적인 SPS의 효과는 SPS의 표면 농도에 의존하며, 

임계 표면 농도 이하에서는 가속 효과가 우세하고 임계 표면 농도 

이상에서는 억제 효과가 우세하여 SPS가 농도에 의존적인 거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구리 무전해 도금, SPS, 포름알데히드, 작동 메커니즘  

 

학번 : 2013-2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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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반도체 금속 배선 공정의 경향 

 

반도체 소자의 고집적화로 소자 간 신호 전달 속도의 향상과 단위 

소자 당 생산 단가의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1 하지만 소자의 

고집적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자 내부의 금속 선폭이 좁아짐과 함께 

단면적이 감소하여 저항-축전 용량 지연(resistance-capacitance 

delay, RC delay)이 전체 신호 지연 (total signal delay)에서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Figure 1.1. and Figure 1.2.)2-6 이에 따라 소자의 신호 

전달 속도는 금속 배선의 신호 전달 속도에 의해 결정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낮은 유전율을 가지는 유전물질과 낮은 저항을 가지는 금속의 

개발이 필수적이었고, 기존의 배선 재료인 알루미늄(Al) 대신 

구리(Cu)가 도입되었다. (Table 1.1.)7 

구리는 알루미늄보다 낮은 비저항을 가지기 때문에 선폭 250 nm 

이하의 금속 배선 공정에서 저항-축전 용량 지연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전자 이동 현상(electromigration)에 대한 저항이 커서 소자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상대적으로 저항이 낮아 소모 전력을 줄임으로써 소자의 열 

발생을 줄일 수 있다.8, 9   

하지만 알루미늄 배선 공정에 사용되던 건식 식각법(dry etching)을 

구리 배선 공정에 적용시킬 경우, 부산물로 생성되는 구리-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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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Cu-Cl complex)는 휘발성이 낮아 제거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마신 공정(damascene process)가 

도입되었고 구리를 금속 배선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10 

다마신 공정은 금속 선을 먼저 연결 시키는 서브트랙트 

에치(subtractive etch)와 달리 절연막을 먼저 형성하여 

트렌치(trench)나 비아(via)를 식각한 후 구리로 배선하는 방법이다. 이 

공정은 층간 절연막의 전착, 트렌치 또는 비아 식각, 확산 방지막과 

씨앗층의 전착, 구리 배선 형성과 평탄화를 위한 화학적 기계적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MP)로 이루어진다. Figure 

1.3.은 서브트랙트 에치와 다마신 공정의 모식도이다.  

다마신 공정의 도입으로 알루미늄 대신 구리를 배선 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종횡비(aspect ratio)가 큰 다마신 구조를 

결함 없이 채우는 것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2. 구리 배선 형성 공정 

  

구리 배선을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물리 기상 증착법(physical vapor 

deposition, PVD), 화학 기상 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전해 도금(electrodeposition), 무전해 도금(electroless deposition)이 

대표적이다.  

물리 기상 증착법은 진공 상태에서 전자 빔(electron beam)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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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plasma)를 사용하여 금속 상태의 물질을 기체 상태로 만들어 

기판에 증착하는 방법이다. 진공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수한 

막질의 구리 박막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갖지만,11 낮은 단차 

도포성(step coverage)으로 인해 종횡비가 큰 다마신 구조에서 구리 

배선을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화학 기상 증착법은 유기물을 포함하는 기체상의 금속 

전구체(precursor)를 사용하여 기판에 금속을 증착하는 방법이다. 

우수한 단차 도포성을 갖기 때문에 종횡비가 큰 다마신 구조에 금속 

배선을 형성할 수 있지만 반응 변수가 복잡하고 공정 비용과 공정 

온도가 높으며 유기물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높아 다른 공정들에 의해 

형성된 구리 박막에 비해 비저항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전해 도금과 무전해 도금은 인쇄 회로 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의 배선 공정에 사용되던 방법으로 다마신 구조의 도입에 따라 

반도체의 금속 배선 공정에 적용되었다.  

전해 도금은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여 수용액 상의 구리 

이온을 기판 표면에 환원시켜 구리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우수한 

막질의 구리 박막을 저비용, 저온 공정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유기 첨가제를 사용하여 다마신 구조의 트렌치를 바닥부터 결함 

없이 구리로 채우는 초등각 전착(super-conformal deposition)이 

가능하다.12, 13 실제 반도체 공정의 구리 배선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지만 구리 전해 도금만으로는 확산 방지막 위에서의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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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형성(nucleation)으로 인해 균일한 박막을 전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자의 흐름을 원활히 만들어 핵형성을 돕는 구리 씨앗층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리 씨앗층은 일반적으로 물리 기상 증착법에 의해 

형성되지만 계속되는 선폭 감소에 의해 더 얇고 균일한 씨앗층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4, 15   

무전해 도금은 전해 도금과 달리 외부의 전기 에너지가 아닌 

환원제(reducing agent)의 산화 반응을 통해 생성된 전자로 구리 

이온을 환원시켜 구리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무전해 도금은 표면 

활성화(surface activation) 과정이 선행된다면 어떠한 기판 위에서도 

도금이 가능하므로 확산 방지막 위에 직접 구리 박막을 형성시킬 수 

있다.16 또한 기판 표면에서의 반응을 통해 도금이 진행되므로 단차 

도포성이 매우 우수하며 다른 박막 형성 공정에 비해 간단하기 때문에 

공정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낮은 전착 

속도와 신뢰성 문제로 반도체 배선 공정에 적용되지 못했지만, 반도체 

소자의 고집적화에 따라 선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구리 무전해 

도금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17, 18   

 

1.3. 무전해 도금 

 

1.3.1. 무전해 도금의 배경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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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액 상의 금속 이온을 금속으로 환원시키는 화학적 전착은 전자 

전달을 매개로 하는 전기화학적 반응이다. 가장 간단한 화학적 전착은 

금속 치환 반응(metal displacement reaction)으로 금속 간의 표준 환원 

전위(standard reduction potential)의 차이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금속 

아연(Zn)이 황산구리(CuSO4)수용액에 노출되면 다음과 같은 치환 

반응이 진행된다.  

 

산화(oxidation): Zn → Zn2+ + 2e-                            [1.1] 

환원(reduction): Cu2+ + 2e-→ Cu                            [1.2] 

전체 반응(overall reaction): Zn + Cu2+ → Zn2++ Cu           [1.3] 

 

금속 치환 반응은 기판이 산화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기판 표면 

전체가 치환되기 전까지만 치환 반응이 진행되고 치환의 정도가 위치에 

따라 불균일하다. 

따라서 지속적이며 두께 조절이 용이한 금속 박막의 전착과 기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환원된 금속이 촉매로 작용하여 

연속적인 금속 환원을 일으켜야 한다. 이를 자동 촉매화 

반응(autocatalytic reaction)이라 하며 자동 촉매화 반응이 가능한 

금속은 코발트(Co), 니켈(Ni), 은(Ag), 금(Au), 구리(Cu) 등으로 

제한적이다.19 자동 촉매화 반응이 가능한 금속과 적절한 환원제를 

사용하면 무전해 도금을 통해 금속 박막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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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해 도금은 환원제의 산화 반응에 의해 생성된 전자로 금속 이온의 

환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의 전기 에너지가 없이도 도금이 

일어날 수 있다. Figure 1.4.와 같이 금속 이온의 환원과 환원제의 

산화는 같은 전극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이 때, 두 반쪽 반응(half-cell 

reaction)은 다음과 같다.  

 

Ma+
solution + ae- → Msurface                                              [1.4] 

Redsolution → Oxsolution + be-                                                       [1.5] 

 

따라서 무전해 도금의 전체 반응은  

 

Ma+
solution + (a/b)Redsolution → Msurface + (a/b)Oxsolution              [1.6] 

 

이며, Ma+는 금속 이온, M은 환원된 금속이며 Ox는 환원제 Red가 

산화된 형태이다.  

이론적으로 무전해 도금은 금속 부식과 마찬가지로 두 반쪽 반응인 

산화∙환원 반응이 동일한 전극에서 일어나므로 혼성 전위론(mixed 

potential theory)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20, 21 각 반쪽 반응이 서로에 

대해 독립적으로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무전해 도금은 Figure 1.5.와 

같이 금속 이온의 환원, 환원제의 산화, 그리고 전체 반응을 의미하는 

3개의 전류-전압 곡선(i-E curve)로 나타낼 수 있다. 무전해 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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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반응을 나타내는 곡선은 두 반쪽 반응의 전류-전압 곡선을 합친 

것과 같다. 환원제의 산화로 생성된 전자는 모두 금속 이온의 환원에 

소모되므로 무전해 도금이 진행될 때 산화 전류와 환원 전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므로 전체 전류는 0이 된다. 이 때 형성되는 전극 

전압을 혼성 전위(mixed potential)이라고 한다. 실제 무전해 도금이 

진행될 때 두 반쪽 반응은 상호의존적으로 일어나고, 부반응도 발생하기 

때문에 혼성 전위론으로 무전해 도금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지만 무전해 도금을 가장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일반적인 무전해 도금 용액은 금속 이온, 착화제(complexing agent), 

환원제, pH 조절제(pH adjuster)를 포함하며 도금의 속도 또는 금속 

박막의 물리적 성질을 조절하기 위해 가속제(accelerator), 

억제제(suppressor), 안정제(stabilizer) 등의 유기 첨가제가 

첨가되기도 한다.  

착화제는 금속 이온과 착물을 형성함으로써 도금 용액 중의 자유 금속 

이온의 양을 줄여 용액을 안정화시키고 도금 중 pH의 급격한 변화를 

막는 완충작용을 한다. 환원제가 산화하기 위해서는 수산화 

이온(hydroxide ion, OH-)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전해 도금 용액은 강한 

염기성 용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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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구리 무전해 도금 

 

인쇄 회로 기판 산업의 발전과 함께 구리 무전해 도금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초소형 전자 정밀 기계(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MEMS)22-24, 초고밀도 집적 회로7, 25, 촉매26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고 특히 초고밀도 집적 회로에서 구리 전해 도금용 씨앗층 

및 배선 전체를 무전해 도금을 이용해 형성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을 구성하는 착화제와 환원제를 Table 1.2.에 

정리하였다. 대표적인 환원제는 알데히드(aldehyde) 작용기를 가진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와 글리옥실산(glyoxylic acid)이며 그 

외에도 수소화붕소나트륨(sodium borohydride), 

DMAB(dimethlyaminoborane) 등이 있지만 용액의 안정성 문제로 

코발트, 니켈 등의 무전해 도금에 주로 사용된다.27   

본 연구는 EDTA(ehlyenediamine tetraacetic acid)를 착화제로, 

포름알데히드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구리 무전해 도금의 전체 반응식은 식 [1.7]과 같다. 

 

[CuEDTA]2- + 2HCHO + 4OH- → Cu + 2HCOO- + 2H2O + H2 + 

EDTA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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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의 환원은 구리-EDTA 착물의 단계적 환원 반응을 통해 

일어난다. 28 

 

[CuEDTA]2- → [CuEDTA]ads
2-                              [1.8] 

[CuEDTA]ads
2- + e- → [CuEDTA]ads

3-                       [1.9] 

[CuEDTA]ads
3- + e- → [CuEDTA]ads

4-                            [1.10] 

[CuEDTA]ads
4- → Cu + EDTA4-                                      [1.11] 

 

포름알데히드는 염기성 수용액 속에서 메틸렌 글라이콜(methylene 

glycol) 형태로 수화되어 존재하며 산화 메커니즘은 식 [1.12] ~ 

[1.15]와 같다.29-31    

 

1. 포름알데히드의 수화 

HCHO + H2O → H2C(OH)2                                 [1.12] 

2. 메틸렌 글라이콜의 분해 

H2C(OH)2 + OH- → H2C(OH)O- + H2O                     [1.13] 

3. 메틸렌 글라이콜 음이온의 해리 흡착(dissociative adsorption) 

H2C(OH)O- → [HC(OH)O-]ads + Hads                        [1.14] 

4. 전하 전달(charge transfer) 또는 전기화학적 산화 반응 

[HC(OH)O-]ads + OH- → HCOO- + H2O + e-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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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Hads은 흡착한 금속 표면에 따라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다. 

 

Hads → 1/2 H2 (Ag, Au, Cu)                                 [1.16] 

Hads+ OH- → H2O (Pt, Pd, Rh)                              [1.17] 

 

구리 무전해 도금에서 발생하는 수소는 표면의 불균일한 성장을 

일으켜 구리 박막의 연성(ductility), 접착력(adhesion), 표면 

거칠기(surface roughness)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1.3.3. 구리 무전해 도금의 유기 첨가제 

 

유기 첨가제의 사용은 구리 박막의 물리적 성질 및 도금의 속도론적 

특성을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리 무전해 도금이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질소, 황 원자를 포함한 분자들이 

첨가제로서 구리 무전해 도금에 사용되며, 구리 표면에 흡착하여 구리의 

전착에 영향을 미친다. 

유기 첨가제는 구리 무전해 도금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가속제, 

억제제, 안정제로 분류될 수 있다. 가속제는 구리의 전착 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로, 아데닌(adenine), 구아닌(guanine), HIQSA(8-

hydroxy-7-iodo-5-quinoline sulfonic acid)가 있다.33-35 억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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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제와 반대로 구리의 전착 속도를 감속시키며 PEG(polyethylene 

glycol)가 대표적이다.36 농도에 따라 가속 또는 억제 효과 모두를 

나타내는 첨가제도 있으며 SPS(bis-(3-sulfopropyl) disulfide), 

DPS(3-N,N-dimethylaminodithiocarbamoyl-1-propanesulfonic 

acid), MBIS(2-mercapto-5-benzimidazolesulfonic acid)가 

보고되었다.37-39 2,2’-dipyridyl, 티오요소(thiourea), RE610과 같은 

안정제는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의 안정성을 증가시켜 수용액 상에서 

분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40-42 특히 2,2’-dipyridyl은 SPS, 

DPS와 함께 사용되어 용액을 안정시키고 구리 박막의 표면 

형상(surface morphology)을 향상시킨다.43-45 Figure 1.6.에 SPS, DPS, 

2,2’-dipyridyl의 분자 구조를 표시하였다.  

 

1.3.4. 유기 첨가제를 이용한 구리 무전해 도금의 응용 

 

서로 다른 분류에 속하는 유기 첨가제를 조합하여 사용하면 구리 

무전해 도금으로도 다마신 구조의 트렌치를 바닥부터 결함 없이 채우는 

바닥-차오름 공정(bottom-up process)이 가능하다. SPS, DPS, HIQSA, 

PEG, 2,2’-dipyridyl 등의 첨가제를 단독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여 구리 무전해 도금으로 트렌치에서 바닥-차오름 공정을 

성공시킨 선행 연구들이 존재한다.46-50      

구리 무전해 도금에 의한 바닥-차오름 공정의 메커니즘은 구리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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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의 CEAC(curvature enhanced accelerator coverage) 모델과  

다르며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몇몇 연구에서 제시한 바 

있다.37, 39, 46, 51, 52 Figure 1.7.에 나타나있듯이 첨가제가 트렌치 내부로 

확산되어 들어가면서 트렌치 바닥과 입구에서의 첨가제 농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바닥에서의 전착 속도가 입구에서보다 빠르도록 적절한 농도 

구배를 형성시키면 구리는 바닥에서부터 차오를 수 있고 입구가 막히기 

전에 트렌치를 바닥부터 채울 수 있게 된다. 농도의존적 거동을 보이는 

SPS, DPS와 같은 첨가제를 사용하면 첨가제의 농도가 낮은 트렌치 

바닥에서는 구리 전착이 가속되고, 첨가제의 농도가 높은 트렌치 

입구에서는 구리 전착이 억제되어 바닥부터 구리가 차오르게 된다. 이 

경우 가속된 구리 전착에 의해 트렌치 입구에 범프(bump)가 

형성된다.37, 45 구리 무전해 도금에 의한 구리의 바닥-차오름 공정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하는 첨가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구리 전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한다. 

 

1.3.5. 구리 무전해 도금과 SPS 

 

SPS와 DPS는 구리 전해 도금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가속제이다. 

특히 SPS는 억제제인 PEG-Cl과 함께 사용되며 SPS-PEG-Cl의 

조합은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트렌치뿐만 아니라 종횡비가 큰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TSV(through silicon via)에서도 성공적인 구리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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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공정을 가능하게 한다.53-55 이러한 가속제-억제제 조합에 의한 

전착 메커니즘은 전기화학적 분석을 통해 자세히 규명되었고 CEAC 

모델로 정착되었다.56, 57 또한 구리 전해 도금 용액에서 SPS는 구리 

환원의 율속 단계(rate determining step)인 “Cu2++e-→ Cu+”과정에 

참여하며 가속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 58, 59 

이 사실을 바탕으로 구리 무전해 도금에 SPS를 적용시켰고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에서 SPS는 농도에 따라 가속 효과와 억제 효과를 

동시에 보이는 농도의존성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전해 도금에서와 마찬가지로 트렌치에서의 초등각 전착을 

구현했지만, 현상 보고에 그쳤고 SPS가 왜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에서 

농도 의존적 거동을 보이는지 규명하지 못했다.37 (Figure 1.8.)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은 전해 도금 용액보다 복잡한 시스템이며 화학 

반응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유기 첨가제가 어떤 물질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여 구리 전착에 영향을 주는지 알기 힘들다. SPS는 

포름알데히드와의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disulfide 결합이 끊어진 

형태인 MPSA(3-mercapto-1-propanesulfonic acid) (Figure 1.9.)로 

전환되어 구리 전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험적 증거가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PS의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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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리 무전해 도금의 분석 방법 

 

혼성 전위론은 구리 무전해 도금의 두 반쪽 반응인 구리의 환원 

반응과 환원제의 산화 반응이 상호 독립적으로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이에 의해 두 반쪽 반응을 분리하여 구리 무전해 도금을 이해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혼성 전위론에 따라 구리 무전해 도금의 

메커니즘은 선형 주사 전압-전류법(linear sweep voltammetry, LSV), 

순환 전압-전류법(cyclic voltammetry, CV)와 같은 전압-

전류법(voltammetric method)을 통해 분석되었다.30, 35, 40, 60-62      

그러나 실제로 구리 무전해 도금의 두 반쪽 반응은 상호의존적으로 

일어나고, 전기화학 분석 중 전극에 과전압(overpotential)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반쪽 반응에 대한 전기화학적 분석이 실제 구리 무전해 

도금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레이저 투과율(laser 

transmittance), 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ry)를 

사용하여 구리 무전해 도금의 진행 과정을 관찰하면서 메커니즘을 

분석한 연구 보고가 있다.63, 64 

기존의 일반적인 분석 방법은 분석 절차가 용이한 ex-situ 방법을 

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구리 무전해 도금이 완료된 후에 전착 

속도, 표면 형상 등을 관찰하는 방법은 유기첨가제의 실시간적 효과와 

표면에서의 거동을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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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OCP/QCM 

 

구리 무전해 도금의 실제 진행 과정을 분석하는 방법 중 QCM(quartz 

crystal microbalance)는 구리 전극 위에 무전해 도금으로 전착되는 

구리에 의한 미세한 질량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구리 전착 후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통해 단면의 두께를 측정하고 

대략적인 전착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보다 정확하게 구리 전착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in-situ)으로 구리 무전해 도금 속도를 

관찰할 수 있어 첨가제에 의한 영향을 시간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50 

OCP(open circuit potential)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기준 

전극에 대해 작동 전극이 가지는 전압을 의미한다. OCP 분석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조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전극에 가해지는 과전압이 

최소가 된다. 따라서 전압-전류법과 달리 전극이 과전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OCP는 전극의 표면 상태에 민감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의 흡착 연구에서의 분석 방법으로 사용된다.65 

이와 같은 장점을 가진 OCP와 QCM을 구리 무전해 도금 과정에서 

동시에 측정 및 분석하면 유기 첨가제가 구리 전착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다.  

 

 

１５ 

 



1.4.2. Derivatization 

 

Derivatization은 구리 전해 도금 시스템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미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유기 첨가제의 작용기가 구리 전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분석 방법이다. 유기 첨가제는 도금 용액 

속에서 기판 표면까지 확산된 후, 흡착 및 탈착의 과정을 통해 구리 

전착에 영향을 미친다. Derivatization을 이용하면 분자의 확산이 

첨가제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분자의 흡착과 

탈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2개 이상의 

유기 첨가제가 사용되는 시스템에서는 각 첨가제의 derivatization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면 각 분자의 흡착 조건 및 치환 흡착과 탈착에 

관해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 SPS-PEG-Cl 시스템의 경쟁적 흡착 및 

치환 흡착의 메커니즘도 이와 같은 derivatization을 통해 밝혀졌다.66, 67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은 다양한 화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첨가제가 어떤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하여 구리 전착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derivatization 방법을 도입하여 도금 용액을 

구성하는 각 물질이 첨가제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흡착을 도와 구리 

전착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PS와 MPSA의 derivatization을 통해 두 첨가제의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 속에서의 거동을 분석,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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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Gate and interconnect delay according to technology 

generat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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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echnology requirements in Cu interconnection.6 2 

 

 

 

 

 

 

 

 

 

 

 

 

Year of production 2014 2015 2016 2018 2020 2024 2028

DRAM ½ Pitch (nm) (contacted) 26 24 22 18 15 11 7.7

Number of metal levels (includes ground planes and
passive devices)

13 13 13 14 14 15 16

Total inerconnet length (m/cm2) - Metal 1 and five
intermediate
levels, active wiring only  [1]

3143 3143 3528 444 5600 8889 14110

Jmax (MA/cm2) - intermediate wire (at 105℃) [7] 1.68 1.79 1.81 2.29 2.59 3.76 5.35

Interlevel metal insulator - effectivs dielectric constant
(κ)

2.55-3.00 2.55-3.00 2.40-2.78 2.40-2.78 2.15-2.47 1.88-2.28 1.40-1.90

Interlevel metal insulator - bulk dielectric constant (κ) 2.30-2.61 2.30-2.60 2.20-2.55 2.20-2.55 2.00-2.40 1.80-2.20 1.40-1.80

Copper diffusion barrier and stch stop - bulk dilelectric
constant (κ)

3.00-3.50 3.00-3.50 2.60-3.00 2.60-3.00 2.40-2.60 2.10-2.40 1.80-2.02

Metal 1 wiring pitch (nm) 64 64 57 45 36 23 14

Metal 1 A/R (for Cu) 1.9 1.9 2 2 2 2.1 2.2

Barrier/cladding thickness (for Cu Metal 1 wiring) (nm)
[3]

2.1 1.9 1.7 1.3 1.1 0.7 0.3

Conductor effective resistivity (μΩ-cm) Cu Metal 1

wiring including effect of width-dependent scattering
and a conformal barrier

4.62 4.51 4.77 5.41 6.35 8.75 11.41

Interconnect RC delay (ps) for 1 mm Cu Metal 1 wire,
assumes width-dependent scattering and a conformal
barrier of thickness specified

10525 15145 17941 33460 58192 170570 535000

１８ 

 



Table 1.1. Comparison of Properties for Interconnection Materials71 

Properties Cu Ag Al W 

Resistivity (μΩ∙cm) 1.67 1.59 2.66 5.65 

Thermal conductivity (W∙cm-1) 3.98 4.25 2.38 1.74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x106℃) 

17 19.1 23.5 4.5 

Effective charge 4.8 8.3 30 ~12  

Diffusion coefficient in Si 
(cm2∙s-1) 

0.78 0.67 1.71 0.04 

Activation energy in Si (eV) 2.19 1.97 1.48 5.47 

Melting point (℃) 1085 962 660 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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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Schematic diagrams of (a) subtractive etching and (b) 

damascene process.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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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Schematic diagram of electroless deposi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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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i -E curve for mixed potential theory in electroless 

deposit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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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mponents of Electroless Copper Plating Baths 2 

Reducing agent Complexing agent 

Formaldehyde (HCHO) 
Sodium potassion tartate 

(Rochelle salt) 

Glyoxylic acid 
Ehlyenediamine tetraacetic acid 

(EDTA) 

Sodium borohydride Glycolic acid 

Dimethlyamine borane (DM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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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The molecular structures of organic additives, (a) SPS, (b) 

DPS, and (c) 2,2’-dipyridyl.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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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Mechanism of the bottom-up process in additive electroless 

depositio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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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8. (a) Concentration-dependent behavior of SPS (SEM images), 

and (b) formation of Cu-MPSA complex (XPS spectra).3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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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Comparison of the molecular structure of SPS (above) and 

MPSA (below). In MPSA, the disulfide bond of SPS is replaced to a thiol, 

therefore 2 moles of MPSA are equivalent to 1 mole of SP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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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2.1. 구리 무전해 도금에서 SPS와 MPSA의 효과 확인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 속에서 SPS의 농도에 따른 가속 또는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OCP과 QCM 측정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분석 시스템은 2전극 시스템(two-electrode system)으로, 

(Figure 2.1.) 실험에 사용된 작동 전극(working electrode)은 9 MHz 

AT-cut quartz crystal 위에 전착된 구리 박막으로 면적은 0.196 

cm2이었다. 기준 전극(reference electrode)으로는 Ag/AgCl(KCl 

saturated)을 사용하였다. 구리 전극의 자연 산화막(native oxide)은 

상온의 0.1 M 황산(H2SO4) 용액에서 5분간 5 mA/cm2의 환원 

전류(cathodic current)를 가하여 제거하였다. 표면 전처리 과정을 거친 

구리 전극은 0.03 M 황산구리(Ⅱ)(CuSO4·5H2O), 0.05 M EDTA, 0.10   

M 파라포름알데히드(para-HCHO)로 구성된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에 

침지시켜 전착 실험을 진행하였다. 용액의 pH는 수산화칼륨(potassium 

hydroxide, KOH)을 이용하여 13.5로 조절하였다.   

다양한 농도의 SPS 또는 MPSA가 실험 직전에 첨가되었으며 

OCP/QCM은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에 전극을 담근 직후부터 

측정되었다. 모든 실험은 70℃에서 진행하였다. 첨가한 SPS의 농도는 

1.41, 3.53, 7.05, 28.2 μM이며 OCP/QCM 분석 시작 직전에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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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해 도금 용액에 첨가하였다. 또한 1개의 SPS 분자가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에서 2개의 MPSA 분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가정하여 

MPSA의 농도는 2.82, 7.05, 14.1, 56.4 μM로 결정하여 SPS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 직전 첨가하였다. 

 

2.2. SPS의 가속 효과 확인 

 

OCP/QCM 분석을 통하여 구리 무전해 도금이 진행된 지 200초가 

지났을 때 1.41, 3.53, 7.05, 28.2 μM의 SPS를 첨가하여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리 무전해 도금의 두 반쪽 반응에 대한 SPS의 

영향을 각각 확인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제외한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Cu-EDTA}])과 구리 이온을 제외한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EDTA-HCHO])를 준비하였다. 1.41 μM의 SPS는 10 mM의 

포름알데히드 용액([HCHO])과 구리 이온 용액([{Cu-EDTA}])와 

혼합시켜 준비했던 반쪽 반응 용액에 분석 시작 후 300초 때 각각 

첨가하여 구리 전극에서의 OCP 변화와 질량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하였다.  

 

2.3. Derivatization을 통한 SPS와 MPSA의 흡착 거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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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을 이용하여 SPS와 MPSA의 농도 별 

영향을 분석한 것과 관련하여,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을 이루는 여러 

물질 중 SPS와 MPSA의 구리 표면 흡착에 관여하는 물질을 알아내기 

위해서 derivatization 후 구리 무전해 도금을 수행하였다.  

먼저 구리 평판 웨이퍼(wafer)를 사용하여 SPS의 derivatization에 

의한 구리 무전해 도금 속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구리 기판 표면에 

형성된 자연 산화막(native oxide)을 제거하기 위해 이온 

제거수(deionized water)에 구연산(citric acid)과 수산화칼륨을 녹인 

용액을 사용하였다. 웨이퍼를 이 용액에 2분간 담그고 이온 제거수로 

3번씩 10초 동안 표면을 씻어 기판 표면에 잔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사용한 구리 웨이퍼는 Cu (PVD, 80 nm) / Ta (PVD, 15 nm) 

/ TaN (PVD, 10 nm) / Si의 구조를 가지며 1.5 cm ⅹ1.5 cm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하였다. 

평판 웨이퍼에서의 derivatization은 28.2 μM의 SPS를 첨가한 

[KOH], [EDTA], [{Cu-EDTA}], [HCHO], [EDTA-HCHO]로 구성된 

derivatization 용액을 사용하였다. (Figure 2.2.) 구리, EDTA,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는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의 것과 같은 농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모든 derivatzation 용액의 pH는 KOH를 이용하여 

13.5, 온도는 70℃를 유지하였다. Derivatization은 각 derivatization 

용액에 5초 동안 기판을 담근 후 이온 제거수로 10초 동안 기판 표면의 

잔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이 후 구리 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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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 용액에서 30초간 도금을 진행하고 기판을 절단하여 단면을 

SEM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OCP/QCM을 이용하여 SPS와 MSPA의 derivatization에 의한 

영향을 실시간으로 관찰하였다. 앞선 OCP/QCM 분석에서 사용한 표면 

전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구리 전극 표면의 자연 산화막을 제거하고 

전극을 derivatization 용액에 5초간 침지시킨 후, 이온 제거수로 

10초간 표면을 세척하였다. 이 후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에서 도금을 

진행시키며 OCP와 QCM을 측정하였다. 사용한 derivatization 용액은 

평판 웨이퍼에서와 마찬가지로 [KOH], [EDTA], [{Cu-EDTA}], 

[HCHO], [EDTA-HCHO] 용액이며 각각 1.41, 28.2 μM의 SPS, 2.82, 

56.4 μM의 MPSA가 첨가되었다.  

구리 표면 위에서의 SPS 흡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구리 

기판은 앞선 평판 웨이퍼 실험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 표면 전처리 

과정 또한 구연산 용액에서 2분간 침지시키는 방법으로 앞선 웨이퍼 

실험과 같으며, 평판 웨이퍼에서 SPS derivatization 후 구리 무전해 

도금을 하지 않고 XPS로 표면 상태를 분석하여 SPS의 흡착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Derivatization 분석을 통해 SPS와 MPSA의 흡착에 영향을 주는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의 구성 성분을 밝히고 SPS와 MPSA의 거동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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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PS와 MPSA의 전기화학적 특성 

 

OCP/QCM을 통해 SPS와 MPSA의 농도 의존적 특성을 확인하고 이 

결과를 전기화학적 분석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선형 주사 전압-

전류법을 시행하였다. 포름알데히드를 제외한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Cu-EDTA}])과 구리 이온을 제외한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EDTA-HCHO])를 사용하여 구리의 환원과 포름알데히드의 

산화라는 두 반쪽 반응에서의 SPS와 MPSA의 효과를 확인하고, 혼성 

전위론에 적용하였다. 전기화학 분석은 3전극 시스템(three-electrode 

system)이었으며 (Figure 2.3.) 작동 전극은 넓이 0.196 cm2의 구리 

원판 (Cu disk) 전극을 사용하였다. 상대 전극과 기준 전극은 각각 

백금선 (Pt wire)과 Ag/AgCl(KCl saturated)이었다. 전압의 스캔 

속도는 25 mV/s이었으며 모든 분석은 70 ℃에서 진행하였다. 다양한 

농도의 SPS 또는 MPSA는 실험 직전에 첨가되었다.  

모든 실험에서 전압의 인가 및 전류의 측정은 potentiostat 263A 

(EG&G Princeton Applied Research Corporation)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구리 전극의 질량 변화는 QCM (QCA917, EG&G 

Princeton Applied Research Corporation)을 통해 측정하였다. 또한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4800, 

Hitachi)을 사용하여 SPS의 농도에 따른 구리 무전해 도금의 도금 

속도를 분석하였고, SPS와 구리 기판의 결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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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S(AXIS-HSi, KRATOS)로 구리 표면을 관찰하였다. 

 

2.5. SPS와 MPSA의 분광학적 특성 

 

SPS와 MPSA의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에서의 분광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UV-visible 분광법(UV-visible spectroscopy) 실험을 

시행하였다. 앞선 실험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에 각각 28 mM, 56 mM의 SPS, MPSA를 상온에서 첨가한 후 

UV-visible 분광계(Genesys 10-S, Thermo)를 사용하여 용액 중 

구리 이온의 산화 상태(oxidation state)의 변화 및 착물 형성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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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The two-electrode system for the OCP/QCM analysi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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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Comparison of Cu ELD full solution and derivatization 

solutions. 11 

 

Cu ELD full solution 

 

Additive-[KOH] Additive-[EDTA] 

  

Additive-[{Cu-EDTA}] Additive-[HCHO]  

  

Additive-[EDTA-HCHO]  

 

SPS or M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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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The three-electrode system for the LS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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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론 

 

3.1. 구리 무전해 도금에 대한 SPS의 영향 

 

3.1.1. SPS의 농도의존적 효과 

 

SPS derivatization을 통하여 SPS의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구리 무전해 도금용액에서 SPS의 가속 및 억제 효과의 농도 

범위를 알아보았다. Figure 3.1.은 SPS의 농도에 따른 구리 무전해 

도금의 OCP 변화와 전착 속도의 변화이다. QCM을 통하여 1.41 μM의 

SPS를 첨가하였을 때 구리 무전해 도금이 가속되었고, 특히 초기 약 

200초 이전까지의 기간에서 가속 효과가 두드러졌다. 첨가한 SPS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금 속도가 감소하였으며 28.2 μM의 SPS를 

첨가했을 때는 도금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SPS를 첨가하지 않은 구리 무전해 도금의 도금 속도 및 OCP는 도금 

시작 후 약 150 ~ 200초 가량 안정되지 못하고 조금씩 변동했고, 약 

200초 후에 정상 상태(steady-state)에 도달했다. 이 현상은 구리 

무전해 도금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무전해 도금이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 전의 기간을 유도기(induction period)라 한다.68 구리 

무전해 도금에서 포름알데히드의 수화 형태인 메틸렌 글라이콜 음이온이 

해리 흡착 및 산화되는 과정(식 [1.14], [1.15])이 율속 단계(rate-

determining step)로 보고되었으며 유도기 동안 구리 이온의 환원 

３７ 

 



반응과 포름알데히드의 산화 반응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9-71 즉, 저농도의 SPS는 특히 구리 무전해 도금의 유도기에 가속 

효과를 나타나게 한 것이다. 

첨가되는 SPS의 양이 증가할수록 구리 무전해 도금의 OCP는 

감소하였고 마찬가지로 약 150~200초 가량의 유도기가 지난 후 

OCP가 안정화 되었다. 전극의 OCP가 전극 표면의 화학 상태(chemical 

state) 또는 전극 표면에 흡착한 물질에 의해 민감한 것을 고려하면 

음의 방향으로 OCP가 변화한 양은 표면에 흡착한 SPS의 양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3.53 μM 이상의 농도부터 OCP는 -0.9 V의 값을 

가지도록 수렴하였다. 즉, -0.9 V의 OCP 값은 전극 표면에서의 SPS 

포화 상태를 의미할 것이다.    

 

3.1.2. SPS 가속 효과와 구리 무전해 도금의 유도기 

 
앞선 실험에서 구리 무전해 도금에 대한 SPS의 농도의존적 효과를 확

인하였다. 저농도의 SPS가 구리 무전해 도금의 유도기에서 가속 효과를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한다는 실험 결과로부터 SPS의 가속 효과가 유도

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구리 무전해 도금의 유도기가 종료된 이후에

SPS를 첨가하여 영향을 관찰하였다. Figure 3.2. (a)에 구리 무전해 도

금이 진행되고 200초 후에 다양한 농도의 SPS를 첨가한 결과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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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구리 무전해 도금 시작과 동시에 SPS를 첨가한 결과와 비교하였

을 때 (Figure 3.1.) 가속 효과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1.41 μM 

SPS가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에 초기 첨가되었을 때는 바로 가속 효과

를 나타냈지만, 유도기를 지나 정상 상태에 돌입한 200초 후에 첨가되

었을 때는 60초 가량 약간의 억제 효과를, 그리고 그 후에 가속 효과를 

나타냈다. 초기 억제를 보인 다음에 가속 효과를 보이는 양상은 SPS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사라졌고 7.05 μM 이상의 SPS 첨가 후에는 억제 

효과만 나타났다. (Figure 3.2. (b)) 

저농도의 SPS 첨가 직후에 나타난 초기 억제 효과는 유도기가 종료된 

후 이미 활성화 되어있던 구리의 환원 반응과 포름알데히드의 산화 반응

을 나중에 첨가된 SPS가 바로 가속시키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SPS가 

구리 표면에 초기 흡착을 하면서 이미 활성화 된 구리 무전해 도금을 방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즉, SPS에 의한 가속 효과는 주로 무

전해 도금의 두 반쪽 반응의 활성화를 도와 유도기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의 SPS 첨가 실험을 통하여 SPS의 농도의존적 효과가 

임계 표면 농도(critical surface concentration)와 관련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임계 표면 농도를 기준으로 이보다 적은 양의 SPS가 존재할 

경우에는 구리 무전해 도금을 가속시킬 것이며 이보다 많은 양의 SPS가 

존재할 경우에는 가속 효과보다 억제 효과가 우세하게 되어 구리 무전해 

도금을 억제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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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반쪽 반응에 대한 SPS의 가속 효과 

 
임계 표면 농도를 기준으로 SPS의 가속 효과와 억제 효과가 표현되므

로 SPS의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가속 효과와 억제 효과로 분

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저농도의 SPS에 의한 가속 효과가 구리 무전해 도금의 두 반쪽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평가하였다. 구리 이온을 제외한 반쪽 반응 

용액([EDTA-HCHO])과 포름알데히드를 제외한 반쪽 반응 용액

([{Cu-EDTA}])에 분석 시작 후 300초가 경과했을 때 10 mM의 구리 

이온과 포름알데히드를 1.41 μM의 SPS와 함께 첨가하고 그 결과를 

Figure 3.3.에 나타내었다. Figure 3.3. (a)는 조건에 따른 OCP 변화와 

질량 변화이다. [EDTA-HCHO] 반쪽 반응 용액은 -1.0 V 근처의 OCP 

값를 유지하는 중 300초 때 구리 이온의 첨가에 의해 OCP 값이 증가하

여 최종적으로 -0.77 V가 되었다. 구리 이온과 함께 1.41 μM의 SPS

가 첨가된 후에는 OCP가 증가하였다가 SPS의 영향에 의해 다시 감소

하여 -0.87 V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Cu-EDTA}] 반쪽 반응 용

액은 -0.5 V 근처의 OCP 값을 유지하는 중 300초 때 포름알데히드의 

첨가에 의해 OCP가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0.68 V의 값을 가지게 되었

다. 포름알데히드와 함께 1.41 μM의 SPS가 첨가된 후에는 OCP 감소 

폭이 커져 -0.73 V까지 OCP가 감소하였다. 시간에 따른 질량 변화를 

관찰했을 때 두 반쪽 반응 모두 SPS에 의한 가속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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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것은 OCP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의 길이이다. 이 구

간은 각 반쪽 반응 용액에 포름알데히드와 구리를 첨가한 후 시작되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구리 전극 위에서 활성화되는 속도를 상대적으

로 반영한다. Figure 3.3. (b)에 이 구간을 확대하여 나타내었다. 300초

에서 같은 농도의 포름알데히드와 구리 이온을 첨가한 직후 [{Cu-

EDTA}] 반쪽 반응 용액의 OCP 변화 구간의 길이가 [EDTA-HCHO] 

반쪽 반응 용액의 OCP의 변화 구간이 2배 정도 길다. 이는 포름알데히

드의 산화 과정이 구리 이온의 환원 과정보다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이고, 

포름알데히드의 산화 과정이 구리 무전해 도금의 율속 단계임을 반증하

는 결과이다.  

1.41 μM의 SPS가 포름알데히드와 함께 첨가되었을 경우 [{Cu-

EDTA}] 반쪽 반응 용액의 OCP 변화 구간의 길이가 크게 감소한 것이 

관찰되었지만 [EDTA-HCHO] 반쪽 반응 용액에 구리 이온과 함께 첨

가된 1.41 μM의 SPS는 OCP 변화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쪽 반응 용액에 대한 SPS의 첨가 실험 결과는 SPS의 가속 효과가 

주로 포름알데히드의 산화 반응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즉, 

저농도의 SPS는 구리 무전해 도금의 율속 단계인 포름알데히드의 산화

를 가속시켜 구리 무전해 도금에 가속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3.1.4. SPS의 억제 효과 및 포름알데히드가 SPS의 

４１ 

 



흡착에 미치는 영향 – Derivatization 

 

앞선 실험으로부터 구리 무전해 도금에 대한 SPS의 가속 효과는 

포름알데히드의 산화 반응의 가속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SPS에 

의한 억제 효과는 SPS 분자의 흡착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derivatization을 통하여 SPS의 흡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억제 효과를 보인 농도, 28.2 μM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KOH], [EDTA], [{Cu-EDTA}], [HCHO], [EDTA-HCHO]의 

5가지 derivatization 용액에 28.2 μM의 SPS을 첨가하고 평판 

웨이퍼에서 derivatization 실험을 진행하였다. Derivatization 후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에서 30초간 구리를 전착 시키면서 SPS의 흡착 정도 

및 구리 전착 억제의 효과를 관찰하였다. Figure 3.4.는 평판 웨이퍼에서 

derivatization 용액의 종류에 따른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에서의 전착 

속도 변화를 SEM을 이용하여 단면의 두께로 관찰한 것이다. 구리 

이온의 존재는 SPS의 흡착 및 구리 전착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Cu-EDTA}] 용액의 derivatization 결과는 figure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SPS derivatization 후 구리 전착을 진행하는 실험이었기 때문에 오직 

구리 표면에 효과적으로 흡착되었던 SPS 분자만이 구리 전착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또한 억제 효과를 보이는 양의 SPS를 첨가했기 

때문에 만약 SPS가 derivatization에서 효과적으로 흡착하였다면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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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착을 상당히 억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험 결과는 

포름알데히드가를 포함하지 않는 derivatization 용액([KOH], 

[EDTA])과,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하는 derivatization 용액([HCHO], 

[EDTA-HCHO])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Derivatization 용액에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만 SPS에 의한 억제 효과가 

관찰되었다.   

평판 웨이퍼에서의 실험은 흡착된 SPS가 구리 전착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기 때문에 같은 실험을 

OCP/QCM을 이용하여 구리 전극 위에서 진행하였다. Figure 3.5.에 각 

derivatization 용액에 대한 구리 전착량, 전착 속도 및 OCP 변화를 

나타내었다.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하지 않는 derivatization 용액([KOH], 

[EDTA])에서 28.2 μM의 SPS를 흡착시켰을 경우, 예상했던 억제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고 대신 저농도의 SPS에 의한 구리 무전해 

도금에서 관찰된 가속 효과와 유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반면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하는 derivatization 용액([HCHO], [EDTA-

HCHO])에서 같은 양의 SPS를 흡착시켰을 경우, 구리 무전해 도금 

진행 후 용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가지며 50 ~ 70초 가량의 억제 

효과가 관찰되었다. 추가적으로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하는 derivatization 

용액에서 1.41 μM의 SPS를 흡착시키자 구리 무전해 도금 초기에 

약간의 가속 효과가 관찰되어 derivatization만으로도 Figure 3.1.에서와 

같은 농도의존적 거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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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무전해 도금에 대한 SPS의 영향이 분석 시간 동안 계속 

지속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사라지는 것은 구리 전해 도금의 

CEAC 모델과 다른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CEAC 모델은 유기 첨가제가 

구리 표면에 강하게 흡착하여 고정된 상(phase)을 형성하지 않고 구리 

표면 위에 떠다니는 상(floating phase)를 형성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따라서 구리 전착 시 가속제는 구리와 같이 전착되지 않으며 

자라나는 표면의 곡률(curvature)에 의해 축적(accumulated)되어 구리 

전착 속도를 증가시킨다. SPS의 영향이 사라진다는 것은 SPS가 구리와 

함께 전착되어 구리 박막 속으로 혼입(incorporation)되거나 

분해(decomposition)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구리 무전해 

도금에서 SPS는 CEAC 모델을 따르지 않는다.   

SPS derivatization 과정을 거친 구리 전극의 구리 무전해 도금에 

대한 OCP는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구리 전극의 OCP보다 음의 값을 

가졌다. 즉, Figure 3.5. 에서의 OCP 변화는 derivatization 과정에서 

구리 전극에 흡착한 SPS에 의한 변화를 의미한다. 가속 효과는 적은 

양의 SPS에 의해 발생하므로 가속 효과가 관찰되었던 28.2 μM SPS의 

[KOH], [EDTA] derivatization과 1.41 μM SPS의 [HCHO], 

[EDTA-HCHO] derivatization 직후에 구리 전극의 표면에는 가속 

효과를 낼 정도의 SPS만이 흡착하였을 것이다. OCP의 변화 또한 

용액의 종류에 따라 작은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0.75 V보다 양의 

값을 가지며 derivatization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구리 전극의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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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해 도금에 대한 OCP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억제 효과가 관찰되었던 28.2 μM SPS의 [HCHO], [EDTA-HCHO] 

derivatization 직후에 구리 전극의 표면에는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양의 SPS가 흡착되어 있었을 것이다. OCP의 변화는 가속 효과가 

관찰되었던 전극의 OCP 변화보다 컸으며 약 -0.8 V의 값을 가졌다. 

구리 무전해 도금이 진행되고 50 ~ 70초 후 표면에 흡착해있던 SPS가 

구리 무전해 도금이 진행됨과 함께 소모되면서 억제 효과가 사라졌으며 

OCP 또한 이를 반영하여 점점 양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1.5. 구리 표면 위 SPS의 흡착 상태 분석  

 

구리 위에 흡착한 SPS와 구리 사이의 결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평판 웨이퍼를 사용하여 XPS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derivatization 용액은 [EDTA], [EDTA-HCHO]로 28.2 μM의 

SPS를 첨가한 후 평판 웨이퍼에 derivatization 과정을 진행하였다. 

Figure 3.6. (a)는 derivatization 후 XPS 분석을 진행한 샘플의 구리 

2p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SPS derivatization을 거치지 않은 대조군인 (ⅰ)의 구리 2p3/2 

피크는 932.05 eV의 결합 에너지에서 검출되었으며 실험 후 분석을 

위해 샘플 이동 중에 생성된 구리의 자연 산화막을 의미한다. (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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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TA] derivatization을 거친 (ⅱ)에서는 황(S)이 검출되지 않았고 

오직 [EDTA-HCHO] derivatization을 거친 (ⅲ)에서만 황이 

검출되었다. (Figure 3.6. (b)) (ⅲ)의 구리 2p3/2 피크는 931.5의 결합 

에너지에서 검출되었고 이는 CuS에 해당한다. CuS에 해당하는 피크가 

검출되기 위해서는 SPS가 disulfide 결합을 깨고 thiol 말단기를 

이용하여 구리 표면에 흡착해야 하므로, XPS 분석 결과는 SPS가 

포름알데히드에 의해 구리 표면에서 disulfide 결합이 thiol로 환원되어 

MPSA의 형태로 구리와 결합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3.2. SPS의 전기화학적 효과 

 

혼성 전위론을 통해 구리 무전해 도금을 분석하였을 때 분석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실제 구리 무전해 도금 과정을 분석할 수 있었던 

OCP/QCM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따라서 선형 주사 전압-전류법을 

시행하여 SPS의 농도 변화에 따른 구리의 환원과 포름알데히드의 산화 

전류를 각각 관찰하였다.  

Figure 3.7.에 다양한 SPS의 농도에 따른 구리의 환원과 

포름알데히드의 산화의 전류-전압 곡선(current-potential curve)을 

나타내었다. -0.64 V, -0.48 V 근처에서 구리의 환원 피크와 

포름알데히드의 산화 피크(peak)가 각각 관찰되었고, SPS의 첨가는 

환원과 산화의 피크 전류(peak current)를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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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μM의 SPS만으로도 구리의 환원 피크 전류가 크게 감소하였고 

1.25, 2.5, 28.2 μM의 SPS에 대해서 피크 전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포름알데히드의 산화 피크 전류는 SPS의 농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첨가하는 SPS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산화 피크 전류가 

감소하였다.  

혼성 전위론을 적용하기 위해 각 반쪽 반응으로부터 얻은 선형 주사 

전압-전류 그래프를 교차시켰다. Figure 3.7.의 확대된 그래프에 도식된 

바와 같이 두 반쪽 반응에서의 전류값이 같은 때의 전위를 혼성 전위라 

하며 이때의 전류를 혼성 전류(mixed current, Imix)라고 한다. 혼성 

전위론에 따르면 혼성 전류로부터 이론적인 전착 속도(rmix)를 다음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50  

 

rmix = (Imix/2F)·MCu                                            [3.1] 

 

[3.1]에서 F는 패러데이 상수(Faraday constant)로 96485.34 

C/mol이며, MCu는 구리의 몰 질량(molar mass) 으로 63.55 g/mol이다. 

Table 3.1.에 SPS 농도 변화에 따른 혼성 전위, 혼성 전류 및 계산된 

전착 속도와 QCM을 통해 확인한 실제 전착 속도를 나타내었다. 혼성 

전위는 SPS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양의 값으로 이동하였다. 실제 

구리 무전해 도금에서 첨가된 SPS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OCP가 음의 

값으로 이동하는 것과는 반대 경향성을 나타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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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전착 속도와 실제 전착 속도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혼성 전위론에서는 두 반쪽 반응이 상호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는 가정을 하지만, 실제 구리 무전해 도금에서 구리의 환원과 

포름알데히드의 산화 반응은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본 실험을 통해 혼성 전위론은 무전해 도금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이론이지만 실제 구리 무전해 도금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3. 구리 무전해 도금에 대한 MPSA의 영향 

 

앞선 SPS의 구리 무전해 도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실험 결과로부터 

MPSA가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 속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분자 형태로 

추측되었기 때문에 SPS와 마찬가지로 MPSA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리 무전해 도금에 대한 MPSA의 영향과 derivatization에서의 

MPSA에 의한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OCP/QCM 분석을 

진행하였다.  

 

3.3.1. MPSA의 농도의존적 효과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 속에서 모든 SPS 분자가 각각 2개의 MPSA 

분자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SPS와 동일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４８ 

 



예상되는 MPSA의 농도는 몰농도 기준으로 SPS의 2배가 된다.  

Figure 3.8.와 같이 사용한 농도 범위 내에서 MPSA 또한 구리 

무전해 도금에 농도의존적 거동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MPSA도 SPS와 

같이 구리 무전해 도금을 저농도에서는 가속, 고농도에서는 억제하였고, 

OCP 또한 MPSA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3.3.2. Derivatization에서의 MPSA의 농도의존적 효과 

 

앞선 실험에서 과량의 SPS를 derivatization을 통해 흡착시킬 때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된 용액에서의 derivatization 한 경우에만 구리 

무전해 도금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PS가 포름알데히드에 

의해 disulfide 결합이 끊어지면서 thiol 작용기, 즉 MPSA의 형태로 

구리 표면에 흡착하여 구리 전착을 방해한다면 같은 양의 MPSA를 

사용한 derivatization은 포름알데히드가 없이도 derivatization 후 

농도의존적 효과를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 2.82, 56.4 

μM의 MPSA를 사용하여 derivatization 용액의 종류에 따른 MPSA의 

흡착 정도를 구리 전착량의 변화를 통해 조사하였다.  

Figure 3.9. (a)는 2.82 μM의 MPSA를 사용한 derivatization의 

결과로, 저농도의 MPSA는 derivatization 후 구리 무전해 도금에 대해 

가속 효과를 나타냈다. Figure 3.9. (b)는 56.4 μM의 MPSA를 사용한 

derivatization 결과이며, 고농도의 MPSA는 derivatization 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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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atization 용액의 종류에 관계없이 구리 무전해 도금에 대해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MPSA의 흡착은 SPS와 달리 포름알데히드에 의한 

것이 아니며, 포름알데히드 없이도 농도의존적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는 

SPS의 MPSA로의 환원은 포름알데히드의 산화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한다.  

 

3.4. MPSA의 전기화학적 효과  

 

SPS의 전기화학적 효과를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MPSA가 구리 

무전해 도금의 두 반쪽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 주사 전압-전류법을 

통해 확인하고 혼성 전위론에 적용하여 실제 구리 무전해 도금과 비교 

분석하였다. Figure 3.10.에 MPSA의 농도 변화에 따른 반쪽 반응의 

전류-전압 곡선을 나타내었다. SPS와 마찬가지로 MPSA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구리 환원과 포름알데히드 산화의 피크 전류가 감소하여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에서 보이던 농도의존적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3.2.에 MPSA의 농도 변화에 따른 혼성 전위, 전착 전류 및 

계산된 전착 속도와 실제 전착 속도를 나타내었고, MPSA는 

전기화학적으로 SPS와 유사한 경향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혼성 전위론을 통한 구리 무전해 도금 중 유기 첨가제의 작동 메커니즘 

규명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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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MPSA에서 구리 이온으로의 전하 전달 

 

SPS와 MPSA의 OCP/QCM 분석 및 XPS 분석을 통하여 포름알데히

드의 산화를 통해 SPS가 MPSA로 환원되어 구리 표면에 흡착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SPS가 포름알데히드로부터 전자를 소모

하기만 한다면 저농도의 SPS에서도 구리 무전해 도금은 억제되어야 한

다. 하지만 실제로 SPS는 농도의존적 효과를 보이므로 SPS가 포름알데

히드의 산화로부터 받은 전자를 구리 이온에 전달하는 과정이 존재할 것

이다. 

아무 첨가제도 첨가하지 않은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과 각각 28 mM, 

56 mM의 SPS, MPSA를 첨가한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의 UV-visible 

분광법 실험 결과를 Figure 3.11.에 나타내었다. 첨가제를 넣지 않은 구

리 무전해 도금 용액에서 구리(Ⅱ)-EDTA 착물에 의해 750 nm에서 최

대값을 보이는 흡수대(absorption band)를 확인할 수 있다. 28 mM의 

SPS를 첨가한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의 경우 동일 위치에서의 흡수대가 

관찰됨과 동시에 350 ~ 450 nm의 단파장대에서 미미하지만 구리(Ⅱ)-

EDTA보다 큰 흡수대가 관찰되었다. 56 mM의 MPSA를 첨가한 구리 무

전해 도금 용액의 경우 구리(Ⅱ)-EDTA 착물에 의한 흡수대가 크게 감

소함과 동시에 400 ~ 500 nm의 단파장대에서의 흡수대가 관찰되었다. 

또한 MPSA를 첨가했을 때 용액 본래의 파란색에서 밝은 초록색으로 

용액 색이 변화하였고 SPS에 의한 용액 색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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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A의 흡수 스펙트럼(absorption spectrum) 결과는 구리 전해 도금 

용액에서 MPSA를 첨가하였을 때 관찰된 흡수 스펙트럼의 결과와 유사

하다.72, 73 MPSA의 첨가에 의한 용액의 색 변화와 흡수 스펙트럼의 변

화는 EDTA 외의 다른 리간드(ligand)에 의한 착화물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리 전해 도금 용액에서는 MPSA의 SPS로의 산화에 

의해 구리 2가 이온이 구리 1가 이온으로 환원된다.73  

 

2MPSA → SPS + 2H+ + 2e-                               [3.2] 

2Cu2+ + 2e-→ 2Cu+                                        [3.3] 

 

반응 [3.3]은 구리 환원의 율속 단계이기 때문에 구리 전해 도금에서

의 SPS에 의한 가속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MPSA를 첨가한 후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의 색깔이 녹색으로 변화

한 것은 Cu(Ⅰ)-SPS 착물의 생성에 의한 변화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따라서 구리 무전해 도금에서도 마찬가지로 [3.2], [3.3]과 같은 반

응에 의해 포름알데히드의 산화로부터 생성된 전자는 SPS의 환원과 뒤

따르는 MPSA의 산화를 통해 구리 이온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3.6. SPS의 가속과 억제 메커니즘의 제시 

 

OCP/QCM을 사용하여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에 대한 SPS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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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SPS의 가속과 억제 메커니즘을 

제시할 수 있었다. 구리 무전해 도금에서 SPS는 주로 환원제인 

포름알데히드와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구리 전착에 영향을 미쳤다. 실험 

결과를 토대로 고려했을 때 가장 가능성 있는 SPS 작동 메커니즘의 

모델을 Figure 3.12.과 Figure 3.13.에 제시하였다. Figure 3.12.은 

SPS가 구리 무전해 도금을 어떻게 가속 그리고 억제시키는지를 나타낸 

전반적인 모델이며 Figure 3.13.은 이를 바탕으로 임계 표면 농도에 

따른 SPS의 구리 무전해 도금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 

과정은 thiol과 disulfide 사이의 상호 과정을 포함한다. Thiol과 

disulfide의 상호 과정은 생물학적 측면에서 보고되어왔으며 산화∙환원 

반응을 통한 과정과, 교환(interchange) 과정이 있다.74  

 

2 RSH   RS-SR + 2H+ + 2e-                              [3.4] 

RS-SR + R’SH  R’S-SR + RSH                        [3.5] 

 

특히 thiol의 산화를 통한 disulfide의 형성은 금속과의 착화물을 

형성하여 촉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5 이와 관련하여, 구리 전해 

도금에서 SPS가 구리 도금을 가속시키는 메커니즘은 thiol과 disulfide 

간의 산화∙환원 반응을 통한 전하 전달 과정(charge transfer 

process)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리 전해 도금의 경우 율속 단계는 구리 

2가 이온의 1가 이온으로의 환원 과정(Cu2++ e-→ Cu+)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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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A의 SPS로의 산화 과정을 통해 전체 도금 속도가 촉진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구리 무전해 도금에서는  포름알데히드의 산화 과정이 

율속 단계이므로 같은 thiol/disulfide 전환 과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구리 무전해 도금에서의 MPSA와 SPS의 거동 유사성, 

SPS의 MPSA로의 포름알데히드에 의한 환원, 전기화학적 거동의 

유사성 및 MPSA에 의한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의 색 변화를 토대로 

MPSA가 SPS로 전환되는 과정이 도금 과정 중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전체적인 SPS의 효과는 구리 기판 위 SPS의 표면 농도에 따라 

결정되며, 임계 표면 농도 이하에서는 가속 효과가 우세하여 구리 

무전해 도금이 가속되고 임계 표면 농도 이상에서는 억제 효과가 

우세하여 구리 무전해 도금이 억제된다. 이는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에서 SPS의 작동이 환원제인 포름알데히드의 산화 과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도금 초기, 포름알데히드의 산화에 의해 SPS가 빠르게 

MPSA로 전환이 되며 thiol을 통하여 구리 표면에 흡착한다.  

구리 표면에서 낮은 농도로 흡착되어있던 MPSA는 산화 반응을 통해 

SPS로 전환되며 구리 2가 이온을 환원시킬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로부터 구리 이온으로의 SPS와 MPSA를 매개로 하는 

전하 전달 과정을 통하여 율속 단계인 포름알데히드의 산화 과정이 

가속되어 구리 무전해 도금의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낮은 농도의 SPS (1.41 μM SPS)는 구리 무전해 도금 초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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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기를 감소시켜 가속 효과가 관찰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임계 표면 농도 이상에서는 이러한 MPSA와 SPS의 상호 전환 

반응에 따른 가속 효과보다는 구리가 도금될 수 있는 활성점(active 

site)이 MSPA에 의해 선점되어 구리 무전해 도금이 억제되는 효과가 

우세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리 무전해 도금이 억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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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Concentration-dependent behavior of SPS in Cu ELD shown 

as OCP change, mass change, and rate of mass change (inset).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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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The effect of injection of various concentrations of SPS at 

200 sec after Cu ELD began, (a) OCP change and mass change of the Cu 

electrode, and (b) the rate of mass change of the Cu electrode after SPS 

injection.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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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a) The effect of SPS on each half-cell reaction of Cu ELD 

upon injection of 10 mM HCHO into HCHO-free solution ([{Cu-

EDTA}]) and 10 mM Cu ions into Cu ion-free solution ([EDTA-HCHO]) 

at 300 sec. (b) The OCP change from 280 sec to 380 sec.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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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Effect of SPS derivatization on Cu ELD SEM images of the 

deposited Cu film after 5 sec of derivatizations in each derivatzation 

solution. 28.2 μM SPS were used for derivatizatio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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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Effect of SPS derivatization on Cu ELD with respect to (a) 

[KOH], (b) [EDTA], (c) [HCHO], and (d) [EDTA-HCHO] shown as 

OCP change, mass change and rate of mass change. The concentration 

of SPS used in these experiments were 28.2 μM for [KOH], [EDTA], 

and 1.41, 28.2 μM for [HCHO], [EDTA-HCHO].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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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mental conditions Binding energy of Cu 2p3/2 peak 

ⅰ bare coupon wafer 932.05 eV  

ⅱ [EDTA]  931.93 eV  

ⅲ [EDTA-HCHO] 931.5  eV (CuS, Cu-MPSA) 

Figure 3.6. XPS spectra of (a) Cu 2p, and (b) S 2p after SPS 

derivatization in [EDTA] and [EDTA-HCHO] solution in the presence 

of 28.2 μM SP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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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Linear sweep voltammetry of the reduction of Cu ions in 

HCHO-free Cu ELD solution and the oxidation of HCHO in Cu-free Cu 

ELD solution with different SPS concentration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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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Mixed Potential and Deposition Current with respect to 

Different SPS Concentrations 3 

SPS concentration  
(μM) 

Emix  

(V) 

Imix  

(μA) 

rmix  

(μg/s) 

rQCM  

(μg/s) 

0 -0.74 370 0.122 0.45 

1.41 -0.73 315 0.104 0.48 

3.53 -0.67 309 0.101 0.44 

7.05 -0.66 302 0.093 0.10 

28.2 -0.59 263 0.087 5.09 x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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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Concentration-dependent behavior of MPSA in Cu ELD 

shown as OCP change, mass change, and rate of mass change (i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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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Effect of (a) 2.82, (b) 56.4 μM MPSA derivatization on Cu 

ELD with respect to various derivatization solutions, shown as mass 

change. 2.82 μM-derivatization resulted in acceleration effect on Cu 

ELD, while 56.4 μM-derivatization resulted in suppression. The inset 

graphs represent the rate of mass change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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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Linear sweep voltammetry of the reduction of Cu ions in 

HCHO-free Cu ELD solution and the oxidation of HCHO in Cu-free Cu 

ELD solution with different MPSA concentration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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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Mixed Potential and Deposition Current with respect to 

Different MPSA Concentrations 4 

 

 

 

 

 

 

 

 

 

 

 

MPSA concentration 
(μM) 

Emix 
(V) 

Imix 
(μA) 

rmix 
(μg/s) 

rQCM 
(μg/s) 

0 -0.74 370 0.122 0.45 

2.82 -0.71 308 0.102 0.54 

7.05 -0.68 298 0.098 0.30 

14.1 -0.60 288 0.095 0.84 x 10-1 

56.4 -0.59 213 0.070 0.38 x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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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UV-visivble absorbance spectra of Cu ELD solution in the 

absence of addivite and after the addition of 28 mM, 56 mM of SPS, 

MPSA, respectively.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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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 Proposed model for the mechanism of SPS during Cu ELD. 

[1] Oxidation of methylene glycol anion leads to dissociative adsorption 

of SPS (reduction), and [2] oxidation of MPSA back to SPS via reduction 

of Cu(Ⅱ) ion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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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The relation between the observable effect of SPS and the 

critical surface concentration of SPS. (a) When the concentration of 

added SPS is below the critical surface concentration, SPS can 

accelerate the activation of HCHO thus Cu ELD. (b) When the 

concentration of added SPS is above the critical surface concentration, 

blocking effect dominates the acceleration effect thus suppresses Cu 

ELD.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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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OCP/QCM을 이용하여 SPS가 구리 무전해 도금에 미

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관찰하였고, 특히 derivatization을 통하여 SPS

의 흡착 거동을 확인하고 SPS의 작동 메커니즘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

한 구리 무전해 도금의 두 반쪽 반응을 이용하여 SPS의 영향을 전기화

학적으로 평가하고 실제 구리 무전해 도금과 비교 분석하였다.  

OCP/QCM 실시간 분석을 통하여 SPS의 가속 및 억제 효과는 SPS의 

임계 표면 농도에 의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낮은 농도에서의 가속 효

과는 임계 표면 농도 이하에서 발생하며 이 이상의 농도에서는 억제 효

과가 가속 효과보다 우세해지기 때문에 억제 효과만 나타나게 된다. 

1.41 μM의 SPS는 구리 무전해 도금 과정에서 유도기에 가속 효과를 

주로 나타냈으며, SPS에 의한 가속 효과가 구리 무전해 도금의 유도기

와 관련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1.41 μM의 SPS는 포름알데히드와 

함께 첨가되었을 때 OCP의 변화 속도를 증가시켰다. 이는 구리 이온과 

함께 첨가되었을 시에는 관찰되지 않은 현상으로 저농도의 SPS가 구리 

무전해 도금의 율속 단계인 포름알데히드의 산화 과정을 가속 시켜 구리 

무전해 도금이 가속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SPS는 포름알데히드에 의해 MPSA의 형태로 구리 표면에 흡착한다

는 것을 derivatization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포름알데히드를 포함

한 derivatization 용액([HCHO], [EDTA-HCHO])에서 전처리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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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구리 전극은 1.41 μM SPS derivatization 후에는 가속 효과를, 

28.2 μM SPS derivatization 후에는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포름알데

히드를 포함하지 않은 derivatization 용액([KOH], [EDTA])에서 전처

리 과정을 거친 구리 전극은 SPS의 농도의존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가속 효과만을 나타내었다. 이는 포름알데히드가 SPS의 효과적인 구리 

표면 흡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derivatization 후 XPS로 구리와 SPS의 결합 상태를 확인할 결과 흡착

한 분자는 disulfide가 아닌 thiol로 구리 표면에 흡착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Disulfide가 thiol이 되는 과정은 환원 과정이므로, SPS는 포름알

데히드의 산화를 통하여 MPSA로 환원되어 thiol로 구리 표면에 흡착한

다고 예상할 수 있다.  

MPSA를 사용한 구리 무전해 도금 과정을 OCP/QCM으로 실시간 관

찰한 결과 MPSA도 SPS와 마찬가지로 구리 무전해 도금에서 농도의존

적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derivatization 시 포름알데히드 없

이도 구리 표면에 흡착하여 구리 무전해 도금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SPS와 MPSA의 상호전환이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에서 일어날 가능성

을 의미하였다. 

또한 UV-visible 분광법을 통하여 MPSA가 산화 반응을 통하여 구

리 2가 이온을 1가 이온으로 환원시키면서 Cu(Ⅰ)-SPS 착물을 형성하

는 것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에서 MPSA의 SPS

로의 산화 반응이 가능하며, MPSA와 SPS의 가역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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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포름알데히드의 산화로부터 생성된 전자가 SPS와 MPSA를 거쳐 

구리 이온으로 전달되는 과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구리 무전해 도금 용액 중 SPS의 작동은 SPS와 MPSA

의 산화∙환원 반응의 순환에 의한 것으로 예상되며, SPS의 농도의존적 

효과는 SPS의 구리 표면 농도로부터 기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구

리 표면에서의 SPS의 농도가 낮을 때 포름알데히드의 산화 과정을 가속

시키는 효과가 우세하게 되어 구리 무전해 도금이 가속된다. SPS의 표

면 농도가 높을 때 가속 효과보다는 표면의 활성점을 막는 효과가 더 우

세하기 때문에 구리 무전해 도금이 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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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ctroless deposition can deposit a metal film without requiring 

external energy because it utilizes the reduction of metal ion and the 

oxidation of reducing agent. It has the ability to deposit a metal film 

on various substrates through surface activation process which forms 

catalyst particles even on non-conducting substrates. This ability 

enables a direct Cu deposition on diffusion barriers and thus Cu 

electroless deposition can be applied to metallization process of 

semiconductors. With the superior step-coverage compared to 

physical vapor deposition, Cu electroless deposition can deposit a 

uniform Cu seed layer inside of trenches and vias of high-aspect 

ratios. The use of organic additives bearing some specific functional 

groups, such as bis-(3-sulfopropyl)-disulfide (SPS), 3-N,N-

dimethylaminodithioc arbamoyl-1-propanesulfonic acid (DPS), and 

2,2’-dipyridyl can lead to defect-less Cu metallization. Therefore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adopting Cu electroless deposition 

to whole Cu metallization process 

Until now, various organic additives were developed for Cu 

electroless deposition and there are some related researches for Cu 

metallization using these additives. But all of them report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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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mena caused by these additives and could not elucidate the 

acting mechanism.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Cu electroless 

deposition can be widely applied to Cu metallization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through elucidation of the acting mechanism 

of organic additives. 

In this thesis, a real-time observation method was adopted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acting mechanism of SPS which shows 

concentration-dependent effect on Cu electroless deposition. SPS 

accelerates Cu electroless deposition at lower concentrations and 

suppresses at higher concentrations. SPS adsorbs onto Cu surface by 

HCHO oxidation. This process consists of cleavage of a disulfide bond 

to form two thiols, which is 3-mercapto-1-propanesulfonic acid 

(MPSA).  MPSA can reversibly convert to SPS, reducing Cu(Ⅱ) ions 

to Cu(Ⅰ) ions.  

The charge extraction from HCHO and charge transfer to Cu ions 

through SPS/MPSA redox cycle is expected to be the acting 

mechanism of SPS. When the concentration of adsorbed SPS is low, 

acceleration effect on Cu electroless deposition is observed and at 

this concentration, SPS/MPSA redox cycle might accelerate the 

HCHO oxidation which is the rate-determining step of Cu electroless 

deposition. However, large amount of adsorbed SPS block the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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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s for Cu deposition thus suppress the Cu electroless deposition 

and SPS/MPSA redox cycle might not occur at this concentration.  

As a conclusion, the overall effect of SPS results from the surface 

concentration of SPS on Cu, and acceleration effect is prominent 

when the concentration of SPS is below some critical concentration. 

On the contrary, suppression effect dominates over acceleration 

effect when the concentration of SPS is above this critical 

concentration, thus SPS shows the concentration-dependent effect 

on Cu electroless deposition. 

 

Keywords: Cu electroless deposition, SPS, HCHO, act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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