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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반도체 소자의 지속적인 축소화에 따라 구리 전해 도금을 이용한 

구리 배선 공정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저렴한 공정과 높은 배선 

신뢰도로 상용화되고 있다. 구리 전해 도금으로 결함 없이 트렌치 

내부를 채우려면 가속제, 억제제, 평탄제를 비롯한 유기첨가제의 첨가가 

필수적인데 본 연구에서는 구리 전해 도금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속제 bis(3-sulfopropyl) disulfide (SPS)와 3-mercapto-1-

propanesulfonic acid (MPS)의 가속 메커니즘에 관여하는 열역학 

변수를 분광학적 기법으로 측정하고 이를 통하여 SPS 의 거동을 

묘사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였다.  

우선 SPS 의 열역학적 특성을 알아내기 위하여 NMR 

분광법으로 SPS 가 MPS 로 환원하는 형식전위(0.153 V)를 thiol-

disulfide 교환 반응의 화학평형 상수를 측정함으로써 계산하였다. 

아울러 SPS 의 가속 메커니즘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Cu(I)(thiolate)의 

형성 경로를 UV-vis 분광법으로 규명하였다. 나아가 SPS 와 Cu+가 

만나 Cu(I)(thiolate) 착물을 형성하는 반응과 MPS 와 Cu2+사이의 반응의 

표준기전력(0.278 V, 0.292 V)를 측정하였다. 이 두 양의 표준기전력을 

통해 Cu(I)(thiolate) 형성 반응이 자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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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반도체 소자의 금속 배선 

  

반도체 소자의 집적화, 소형화는 소자의 정보처리속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원가를 절감하고 전력소모도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자의 크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소자 내 

전기적 연결을 위한 배선(interconnection)의 폭 또한 함께 감소하고 

있다. 1965 년 인텔 설립자 중 한 사람인 고든 무어(Gordon Moore)는 

경험적인 관찰에 의해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18 개월마다 2 배로 

증가한다고 예언하였다. 이 무어의 법칙(Moore’s law)은 오랫동안 

반도체 산업을 지배해왔지만 2010 년대에 들어서서 집적화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최소 선폭이 줄어들 때마다 그 시기를 새로운 기술 

노드(technology node)라고 하고 1998 년부터 2 년마다 

국제반도체기술로드맵(ITRS: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이 발표돼 반도체의 선폭, 크기, 저항 등 물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ref.1] Figure 1 에 따르면 2017 년의 기술 

노드, 즉 half pitch 는 20 nm 이다. 최근 양산을 시작한 회로의 배선 

폭은 10 nm 로 기존 14 nm 세대 제품보다 같은 크기의 웨이퍼에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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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가 30% 더 많아 보다 높은 정보 처리능력과 속도를 발휘하면서 

소비전력은 줄였다.2  

하지만 소자의 크기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자 소자의 속도는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지연(gate 

delay)과 저항-축전용량 지연(RC delay: resistance-capacitance 

delay)의 영향을 받는데, 소자의 배선 폭이 250 nm 이하로 감소하면서 

후자가 전체 전자 소자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3 

따라서 배선의 폭을 지속적으로 줄이려면 기존의 배선 물질인 

알루미늄(aluminum, Al)을 보다 낮은 전기적 저항을 가진 물질로 

교체해야 했다. 알루미늄은 전기장에서 쉽게 전기이동(electromigration) 

현상을 일으켜 배선에 돌출(hillock)과 보이드(void)를 형성하여 소자의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3-4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적 

저항이 낮고 전기이동에 대해 높은 저항을 가지고 있는 구리(Cu)가 

후보 물질로 떠올랐다. 

기존에는 알루미늄 배선은 물리기상증착(physical vapor deposition, 

PVD) 및 화학기상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 CVD)방법으로 

금속을 증착하고, 사진(lithiography)과 식각(etching) 공정을 통하여 

배선을 형성하는 서브트랙티브에칭법(subtractive etching process)을 

이용하였다. [Figure 1.2 (a)] 하지만 알루미늄보다 낮은 비저항을 가진 

구리(Cu)는 휘발성이 낮은 구리 할로겐 화합물로 인해 건식 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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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 어려워 위에 설명한 공정으로 배선을 형성하기 힘들다. 따라서 

구리 배선은 Figure 1.2 (b)의 모식도와 같이 다마신 공정(damascene 

process)으로 형성한다.5 먼저 웨이퍼의 사진 공정과 식각 공정을 통해 

패턴을 형성하고 확산방지층(diffusion barrier layer)과 구리 

씨앗층(Cu seed layer)을 증착한다. 이후 트렌치(trench)와 

비아(via)에 구리를 전해 도금 공정(electrodeposition)으로 결함 없이 

채우고 화학적 기계적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로 

과전착된 구리를 제거하며 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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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2015 overall roadmap technology memory trends (re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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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a) Schematic diagrams of subtractive etching process 

and (b) single damascene process (re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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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리 전해 도금을 이용한 배선 형성 

 

1.2.1 구리 전해 도금 및 유기 첨가제  

 

구리는 PVD, CVD, 그리고 전해 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착 할 수 

있다. PVD, CVD 공정은 고진공 상태에서 중착 시킬 물질을 기체상태로 

만들어 기판에서 물리적 변화 또는 화학반응을 일으켜 표면에 증착하는 

공정이다. 하지만 이런 전착방법은 비용이 높고 트렌치 내부를 균일하게 

채우기 힘들다. 이에 비해 구리 전해 도금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저비용의 공정과 양질의 박막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뿐더러 구리를 

트렌치 내부에 결함 없이 채울 수 있다.  

전해 도금은 외부 전기 회로로 전자를 공급하여 금속, 합금, 또는 

복합체를 전극 표면에 전해공정을 통하여 전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해 도금 공정은 2 전극 또는 3 전극 시스템으로 진행되며 

전해질, 그리고 외부 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Figure 1.3] 2 전극 

시스템은 전자를 주고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작업 전극(working 

electrode)과 닫힌 회로를 형성하기 위하여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상대전극(counter electrode)으로 구성된다. 구리의 전해도금에서는 

사진 및 식각 공정으로 패턴이 형성 되어 있는 웨이퍼를 작업 전극으로 

사용하고, 구리 막대, 구리 평판 또는 불용성 전극(insoluble anod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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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전극으로 사용한다. 3 전극 시스템은 2 전극 시스템에 기준 

전극(reference electrode)인 SCE(standard calomel electrode), 

Ag/AgCl 등이 추가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작업 전극의 표면에서 구리 

이온이 외부 회로에서 공급한 전자를 받고 구리 금속으로 환원되고 상대 

전극에서는 전극의 종류에 맞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Figure 1.4 에 구리의 전해도금 과정을 간략히 묘사하였다. 전극에 

전위가 가하면 구리 이온이 물질 전달과 전하 전달을 거쳐 전극 

표면에서 금속 구리로 환원된다. 이 환원 과정의 율속 결정 단계(rate-

determining step)는 Cu2+ 에서 Cu+로 환원되는 과정이다. 상용화된 

구리 도금액은 구리 이온, 지지전해질(supporting electrolyte) 과 

소량의 유기 첨가제(organic additives)로 구성되어 있다. 지지전해질은 

전해질의 저항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전해질은 주로 CuSO4 와 황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기 첨가제는 전착된 구리 박막의 물성과 전해 도금 속도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가속제(accelerator), 억제제(suppressor), 평탄제(leveler)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속제는 구리의 전해 도금 속도를 증가 시키는 

유기 첨가제로 주로 SPS (bis(3-sulfopropyl) disulfide), MPS (3-

mercapto-1-propanesulfonic acid), 그리고 DSP (3-N,N-

dimethylaminodithiocarbamoyl-1-propanesulfonic acid) 등이 있다. 

억제제는 가속제와 반대로 전극 표면에 흡착하여 구리 이온의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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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여 구리 전해 도금을 느리게 하는 물질인데, PEG (polyethylene 

glycol)과 염소 이온(Cl-)의 조합이 가장 대표적이고 이외에도 다양한 

polyether 계열의 고분자 물질 또는 질소 원자를 포함한 유기물 등이 

있다.   평탄제는 표면 단차를 평탄하게 하는 의미로 돌출부에서의 

도금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평탄제는 JGB 

(Janus green B), methy orange 등 염료 계열 물질 등이 있는데 TSV 

(through silicon via)의 채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6-10 구리의 트렌치 

채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첨가제는 PEG, 염소 이온 그리고 

SPS 이다.  

 

1.2.2 전해 도금을 이용한 구리 슈퍼필링 

 

구리 전해 도금으로 트렌치를 결함 없이 채우려면 유기 첨가제의 

첨가가 필수적이다. Figure 1.5 는 트렌치에서 진행되는 구리 전해도금의 

세 가지 대표적인 전착 형태를 도식화 하였다. 구리가 트렌치의 입구에 

집중적으로 전착되어 내부에 보이드(void)가 형성 된 형태를 비등각 

형태(subconformal profile)라고 하는데, 이는 전해도금의 율속 결정 

단계가 물질전달일 때 나타나 배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한다. 

트렌치의 모든 위치에서 같은 속도로 전착 되었을 경우 등각 

형태(conformal profile)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전착방식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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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치 내부에 심(seam)이 형성되어 마찬가지로 소자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반면 Figure 1.5 (c)와 같이 트렌치 바닥 면에서부터 

구리가 더 빨리 자라는 경우를 초등각 형태(superconformal profile), 

또는 슈퍼필링(superfilling)이라고 부른다. 이때 트렌치 내부에 보이드 

또는 심이 존재하지 않고 입구 부분에 범프(bump)가 형성된다.  

구리 전해 도금을 이용한 슈퍼필링의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CEAC 

(curvature enhanced accelerator coverage) 모델로 설명하고 있고, 

그 과정은 Figure 1.6 에 나타나 있다. 11-13 억제제와 가속제는 경쟁 

흡착(competitive adsorption)을 하는데 억제제의 분자량이 가속제보다 

월등히 커서 패턴 내부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속제의 농도가 높다. 반면 

패턴의 표면에서는 양이 많은 억제제가 먼저 흡착을 하게 되어 구리 

이온의 접근을 방해한다. 도금이 시작되면 트렌치 바닥에서 도금이 

진행되면서 내부 면적이 감소하고 바닥 부분에 국소적으로 가속제의 

표면 점유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구리 도금이 트렌치 바닥에서 

선택적으로 촉진되어 바닥에서부터 구리가 차오르면서 채워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도금 완료 후 트렌치의 입구 부분에 형성된 범프는 이 

메커니즘을 뒷받침 한다. 시간에 따른 가속제의 표면 점유율 변화는 식 

1.1 와 같은 미분방정식으로 기술 할 수 있다.14 

 

= (1 − ) − ( ) − κ +        [Eq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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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1.1에서 θ  와 C  는 가속제의 표면 점유율과 전해질 내 

농도를 나타나며, ν, κ, 는 각각 표면에 수직방향의 도금 속도, 표면 

곡률(surface curvature), 가속제의 표면 확산계수(diffusivity)를 

의미한다. 그리고 와  는 가속제의 흡착계수와 박막 내 

침투(incorporation)의 속도상수(rate constant)를 뜻하고 q는 실험으로 

얻는 상수다. 오른쪽의 첫 번째 항은 가속제의 흡착을 나타내며, 

억제제와의 경쟁 흡착을 고려한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항은 전극 

표면에서 일어나는 가속제의 흡착과 침투로 인한 점유율 변화를 

나타나는 항이다. 트렌치의 바닥 면은 표면 곡률이 음수이므로 도금이 

진행됨에 따라 가속제가 바닥 모서리 부분에 축적된다 마지막 항은 구리 

표면에서 가속제의 확산과 관련된다.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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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3 electrode electrochemica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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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Cu electrodeposition system for trench f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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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Schematic diagrams of (a) subconformal, (b) conformal, 

and (c) superconformal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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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The schematic diagram of superfilling mechanism with 

the changes in the surface coverage of adsorb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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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리 전해 도금에서 가속제 SPS 의 역할 

 

구리 전해 도금에서 트렌치 내부를 결함 없이 채우려면 가속제의 

첨가가 필수적인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속제는 SPS 와 MPS 다. 

SPS 와 MPS 의 분자구조는 Figure 1.7 에 나타나 있다. SPS 는 

MPS 의 이합체(dimer)이다. SPS 의 가속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SPS 의 표면 점유율의 변화 

그리고 용액 화학(solution chemistry),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 되고 

있다.15 전자는 SPS 가 억제제와의 경쟁 흡착을 통해 트렌치 바닥의 

SPS 표면 점유율이 높아져 구리 이온의 환원을 돕는 메커니즘으로 

1.2.2 절에 등장한 CEAC 모델에서도 설명한 바가 있다. 이 메커니즘은 

SPS 의 가속효과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용액 화학이론은 구리 

환원의 율속 결정 단계인 Cu2+이 Cu+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SPS 가 

전자흐름의 매개 물질로 작용하여 Cu(I)(thiolate)  착물을 형성함으로써 

구리의 환원을 용이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다.5,16 Cu+의 

형성이 율속 결정 단계인 만큼 Cu+의 농도, 즉 Cu(I)(thiolate) 의 양이 

반응 속도의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여기서 Cu(I)(thiolate) 는 실제로 

가속 역할을 하는 물질로 전극 표면에 흡착될 수도 용액 내부에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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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Cu(I)(thiolate) 의 형성 경로에 관하여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각각의 경로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SPS +  2H + 2e ↔ 2MPS                                      [Eq.1.2] 

2Cu + 4MPS ↔ 2Cu(I)(thiolate) + SPS + 4H                  [Eq.1.3] 

Cu + Cu ↔ 2Cu                                            [Eq.1.4] 

4Cu + SPS ↔ 2Cu(I)(thiolate) + 2Cu                         [Eq.1.5] 

Cu(I)(thiolate) + H + e ↔ Cu + MPS                          [Eq.1.6] 

 

Eq.1.2~3 은 SPS 가 먼저 MPS 로 환원되고 생성된 MPS 가 구리 

이온과 반응하여 착물을 형성하는 경로를 말한다. 또한 구리금속과 구리 

이온의 반응(comproportionation)으로 Cu+를 형성하여 SPS 와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켜 Cu(I)(thiolate) 착물을 형성하는 가능성도 보고 

되었다.15 [Eq.1.4~5] 이렇게 형성한 Cu(I)(thiolate) 는 전자 하나를 

받아 구리 금속으로 환원된다. [Eq.1.6] SPS 는 두 가지 경로에서 모두 

촉매 역할을 하여 최종적으로 다시 SPS 의 형태로 산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SPS 의 거동을 열역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Cu(I)(thiolate) 착물 형성의 경로를 연구하였다. 분광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전압을 가하지 않는 경우, 상술 두 가지 경로 중 Eq.1.5 가 

실제 도금액에서 발생한 반응인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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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The molecular structure of (a) SPS (bis(3-sulfopropyl) 

disulfide) and (b) MPS (sodium 3-Mercapto-1-propanesulf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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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본 연구의 목적 

 

구리 도금에서 SPS 및 MPS 의 가속 작용은 다양한 전기화학적 

분석방법으로 연구해왔다. 단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동역학(kinetics)적 

관점에서, 전위 주사 실험(potential sweep methods) 또는 

임피던스(impedance) 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전해 도금 과정에서 

이들의 거동을 관찰하였다.17-25 SPS 와 MPS 의 전기화학적 거동에 관한 

열역학적 분석도 필요하지만 열역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미미하였다. 현재까지 SPS 의 환원전위에 관하여 알려진 값이 없고 

가속 메커니즘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Cu(I)(thiolate) 의 형성경로와 그 

과정에 관여한 반응의 열역학 변수도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SPS 의 가속 메커니즘에 관여하는 열역학 변수를 

측정하고 그 메커니즘에 관여한 반응의 자발성을 검증하였다. 

 

1.4.1 전극의 환원 전위 

 

`전위(electric potential)는 단위 크기의 양전하(positive charge)를 

무한대의 거리로부터 어떤 상(phase)으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여기서의 무한대의 거리란 전기장(electric field)이 0 인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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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되어 실제로 전위의 절대적인 값을 정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위는 항상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되고 전위의 차이는 

극소량(infinitesimally small)의 전하 차이에 의해서도 발생되어 평형 

상태 또는 정상 상태(steady state)에서만 정의할 수 있다. 전기화학 

반응에서는 전하를 띤 물질이 반응에 참여하므로 반응의 진행에 따라 

자유 에너지 변화(Gibbs free energy)뿐만 아니라 전기적 

에너지(electric energy)의 변화도 발생한다. 이럴 경우 전기화학 

전위(electrochemical potential)를 이용하여 평형 상태를 기술해야 

한다. 전기화학 반응이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양쪽의 전기화학 전위가 

같아 전극과 용액계면에서 전위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네른스트 

식(Nernst equation)으로 표현된다.  

 

 = + ln                                            [Eq.1.7] 

(R: 기체상수 = 8.315 J/mol ∙ K, T: 절대온도, n: 반응에 관여한 전자 개수, F: 

패러데이 상수 = 96485 C/mol,  &  : 반응물과 생성물의 활동도) 

 

Eq.1.7 에서 를 표준 전극 전위(standard reduction potential) 

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응을 참여하는 O 와 R 의 활동도(activity) 가 

모두 1 인 경우의 평형전위이다. 표준 전극 전위는 열역학 값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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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함수(state function)를 만족하여 Figure 1.8 와 같이 자유 에너지 

변화와 화학평형상수(equilibrium constant, Keq) 를 유도할 수 있다.  

네른스트 식에서 활동도 대신 농도의 함수로 평형 전위를 표현하면, 

그 때의 표준 전극 전위를 형식 전위(formal potential)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반응물 생성물의 활동도 계수(activity coefficient)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표준 전극 전위는 형식 전위와 유사한 값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 화합물의 농도를 이용한 형식 전위를 구하였다. 

 

 = ′ + ln                                          [Eq.1.8] 

( , :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1.4.2 Thiol-disulfide 교환 반응 

 

SPS 를 비롯한 황 화합물의 환원 전위는 일반적으로 직접 개방 회로 

전압(OCP: Open circuit potential)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역학적 계산을 통하여 얻는다. 대부분의 황 화합물은 전극에 

강하게 흡착하고 산화 환원 쌍(redox pair) 간의 산화환원 반응이 

비가역적이라 산화형태 환원형태가 모두 공존한 용액에서 전극의 전위는 

불안정하여 네른스트 식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히 

메르캅토기(mercapto group, –SH)와 이황화 결합(disulfide bond,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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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사이의 전환은 싸이올 이황화물 교환 반응(thiol-disulfide 

interchange reaction)의 화학평형상수를 측정함으로 환원전위를 구할 

수 있다.26-29 

싸이올 이황화물 교환 반응은 이분자성 친핵적 치환반응(bimolecular 

nucleophilic substitution, SN2 )이다. 이 반응은 기본적으로 Figure 

1.9 와 같이 염기성 싸이올이 친핵체로 작용하여 이황화 결합을 공격해 

끊어지게 하고 새로운 이황화 결합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반응은 

실온에서 가역적이고 비교적 빠른 반응속도를 가져 화학평형상수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구할 수 있다. MPS 와 SPS 가 한 쌍의 싸이올 

이황화물이기 때문에 다른 반응 쌍과 반응하여 화학평형상수를 측정하여 

환원전위를 구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이황화 결합을 가진 

리포산(lipoic acid, Lip, E0=0.125 V)과 메르캅토기를 가진 

메르캅토에탄올(mercaptoethanol, ME, E0=0.153 V)을 기준물질로 

선정하여 SPS, MPS 와 각각 반응하여 화학평형상수를 구하였다.26 

Lip 과 ME 의 분자구조는 Figure 1.10 에 나타나있다.  

 

1.4.3 연구의 방향 

 

  본 연구에서는 분광학적 기법으로 SPS 가 MPS 로 환원하는 

형식전위를 thiol-disulfide 교환 반응의 화학평형상수를 측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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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였다. 나아가 SPS 와 Cu+가 만나 Cu(I)(thiolate) 착물을 형성하는 

반응과 MPS 와 Cu2+사이의 반응의 화학평형상수를 측정하였다. 아울러 

SPS 의 가속 메커니즘에 관한 기존 가설에 열역학적 근거를 보태고 

구체적인 거동에 대하여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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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The interconversion of thermodynamic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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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The scheme diagram for general thiol-disulfide 

exchange reaction (ref. 30). 

 

 

(a)  

 

(b)  

 

Figure 1.10 Molecular structure of (a) lipoic acid & (b) 

mercapto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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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실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MPS, SPS 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선형 주사 전압-전류법(LSV: Linear sweep Voltammetry), 

또는 직접 개방 회로 전압(OCP: Open circuit potential)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반응의 평형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분광학적 

기법인 1H NMR (Nuclear Magnetic Resonance, FT-NMR 300MHz) 

분광법과 UV-vis (Ultraviolet-visible, genesy-s10, Thermo) 

분광법을 시행하였다. 용액의 용존산소에 의한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의 질소분위기를 유지하였다. 이는 액화질소를 기화 시켜 반응 

전에 반응용액 내부에 불어 넣어주는 질소 퍼지(N2 purging)방법으로 

조성하였다. 전기화학분석의 경우 온도는 항온조로 303K 를 유지하였고 

나머지 화학반응은 모두 실내온도인 25℃(298 K)의 조건에서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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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기화학 분석 

   

전기화학 분석은 3 전극 시스템으로 진행하였다. Potentiostat(EG&G 

Princeton Applied Research Corporation, 263A)으로 인가 전압 및 

전류를 조절하였고 기준 전극으로는 Ag/AgCl(sat. KCl)을 이용하였고 

도금액의 온도는 항온조로 조절하였다. 전기화학 분석을 진행한 모든 

전해질 용액의 용매는 초순수(deionized water)를 사용하였다.  

 

2.1.1 OCP 측정 

 

  SPS 의 환원 전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선 직접 OCP 를 측정하는 

방법을 실행하였다. [Figure 2.1] SPS 와 그의 환원 형식인 MPS 를 

각각 1 mM 씩 초순수에 녹여 전해질을 구성하였다. SPS 의 OCP 측정 

실험에서는 전극이 전해질에 의한 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백금(platinum, Pt) 와이어를 작업 전극으로 사용하였다. 시간에 따라 

기준전극 대비 작업 전극의 개방 회로 전위변화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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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선형 주사 전압-전류법(LSV) 

 

구리 전해 도금에서 SPS 및 MPS 의 가속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 

도금 전해액(0.25 M CuSO4, 1.0 M H2SO4)에 50 SPS, MPS, 염소이온, 

PEG 를 각각 또는 그들의 조합을 첨가하여 선형 주사 전압-전류법으로 

분석하였다. 전해질용액은 항온조를 이용하여 303 K 로 유지하였고 

작업 전극의 전압은 기준 전극 대비 0.15 V 에서 시작해 10 mV/s 의 

속도로 -0.85 V 까지 변화하면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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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광법 

 

2.2.1 완충용액(buffer solution) 

 

Thiol-disulfide interchange 반응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응물의 강한 친핵성도(nucleophilicity)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하여 

반응물은 thiol 이 아닌 thiolate 형식으로 존재해야 하며 이는 중성 내지 

염기성 환경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높은 염기성은 반응물의 

안정성에 해로우므로 반응은 중성용액에서 진행해야 한다.  

완충용액은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0.1 M 의 D3PO4 (85 wt%, 

Cambridge Isotopes Laboratories)을 25 ml 중수(D2O)에 녹여 

NaOD(30 wt%)를 첨가하면서 pD = 7(D2O 완충용액에서 pH 미터로 

읽은 값은 pD = pH + 0.4로 보정한다)을 맞추었다. 그리고 다시 D2O 를 

첨가하여 최종부피가 50 mL 가 되게 희석하였다. (희석 후 용액의 

pD 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이 완충용액을 질소로 1 시간 정도 퍼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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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1H NMR 분광분석  

 

평형상태에 도달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1H 

NMR 분광분석을 실행하였다. 반응물인 1)10 mM Lip, 20 mM MPS, 

2)20 mM ME, 10mM SPS, 3) 10 mM Lip, 20mM ME 를 위 

완충용액에 녹이고 혼합용액 1 mL 를 5 mm NMR 튜브로 옮겨 

20~50 시간 후 NMR 분광 스펙트럼을 얻는다. 튜브는 PTFE 테이프로 

밀봉하고 모든 과정은 질소 분위기 아래에서 진행된다.  

각 화합물의 농도는 1H NMR 스펙트럼의 다음과 같은 화학적 

이동값(chemical shift)을 가진 피크의 적분 값(integration)으로 

측정된다.(Lipox: 3.69 ppm, Lipred: 3.58 ppm, MEox: 3.86 ppm, MEred: 

3.69 ppm, MPS: 2.66 ppm 또는 2.02 ppm, SPS: 2.86 ppm 또는 2.15 

ppm.) 화합물의 우측 첨자 –ox, -red 는 그 화합물의 산화, 환원상태를 

말한다.  

Cu(I)(thiolate) 형성 반응의 화학 평형 상수를 구하는 실험에서는 NMR 

분광법을 이용해 Cu(l)thiolate 와 SPS 의 상대농도를 측정한다. 중수를 

용매로 하고 용액의 조성은 0.25 M D2SO4, 0.05 M SPS, 0.05 M CuCl 

이다. 질소 퍼지를 한 시간 하여 질소 분위기를 만든 후 10 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이후 반응 용액 1 ml 를 채취하여 1H NMR 스펙트럼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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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UV-vis 분광분석  

 

Cu(I)(thiolate) 의 형성과 착물 관련 반응의 화학평형상수를 구할 때 

구리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UV-vis 분광법 실험을 

시행하였다. 모든 실험은 0.25 M 황산용액을 용매로 CuSO4, CuCl, 

MPS, SPS 를 각각 또는 혼합하여 얻은 용액을 UV-vis 분광계로 

관찰하였다. 바탕용액(blank solution)은 0.25 M 황산용액을 사용하였다.  

구리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0.01 M, 0.02 M, 0.05 M 의 

CuSO4 용액의 UV-vis 스펙트럼을 얻었다. Beer-Lambert 법칙으로 

800 nm 의 흡광도로 구리 이온의 흡광계수를 계산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반응용액의 800 nm 흡광도로 농도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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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2 electrode system for OCP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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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론 

 

3.1 구리 전해 도금에서 SPS 및 MPS 의 가속 작용 

 

구리 전해 도금에서 SPS 및 MPS 의 가속 작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LSV 실험을 진행하였다. 첨가제의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대조 군으로 

첨가제가 없는 기본 도금액도 분석하였다. [Figure 3.1] -0.6 V(vs. 

Ag/AgCl)이상의 과전압에서는 수소 발생이 일어나는데 구리의 

도금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Figure 3.1 는 -0.6 V 까지의 전위 

주사 결과를 나타났다. 물질 전달 한계 전류(mass transfer limiting 

current)에 도달하기 전의 반응 속도, 즉 전류밀도 크기는 전하 전달에 

의해 결정되는데 전하 전달 영역에서 전류밀도가 클 수록, 물질 전달 

한계에 도달 할 때의 전위가 양의 방향으로 높을수록 반응이 

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PEG 는 구리 전해 도금을 강하게 억제한다. 

SPS 및 MPS 의 가속효과는 모두 억제제의 존재 하에 더욱 강조되는데 

이는 억제제와 경쟁흡착이 발생한다는 이론과 일치한 결과를 

보여줬다.11 본 연구는 SPS 의 가속 메커니즘 중 억제제와의 

경쟁흡착보다 용액 화학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어서 억제제 없이 

가속제의 거동을 관찰하였다. Figure 3.2 에서는 억제제가 존재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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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용액 화학이론에 의한 SPS 및 MPS 의 순수가속효과를 보여준다. 

억제제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MPS 는 SPS 보다 더 강한 가속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 와 MPS 의 관계를 열역학적으로 분석하고 

MPS 와 SPS 의 가속효과 차이의 원인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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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The LSV result of Cu electrodeposition with accelerators 

and suppressor. (1 M H2SO4, 0.25 M CuSO4, 1 mM NaCl, 88 uM 

PEG a) 0, b) 50 uM SPS, c) 100 uM 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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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The LSV result of Cu deposition with accelerators. (1 M 

H2SO4, 0.25 M CuSO4, 1 mM NaCl, a) 0, b) 50 uM SPS, c) 100 uM 

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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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PS 의 환원 전위 측정  

 

3.2.1 전기화학적 측정법 

 

SPS 의 환원 전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직접 OCP 를 

측정해보았다. 그렇지만 Figure 3.3 에서 나타난 것처럼 1 mM 의 

SPS 와 MPS 를 초순수에 녹여 OCP 를 여러 번 측정해보았지만 매번 

다른 실험값을 얻었다. 왜냐하면 SPS 및 MPS 를 비롯한 황 화합물은 

전극에 강하게 흡착하고, 또한 이들 사이의 산화환원 반응이 

비가역적이라 네른스트 식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30  

전위 주사 실험으로 SPS 의 환원 전위를 측정하는 시도도 하였지만 

[Figure 3.4], 수소 발생 외에 SPS 가 MPS 로 환원되는 환원전류를 

관찰하기 어려웠다. 다양한 전해질과 더 높은 과전압에서 실험을 

반복하였지만 SPS 환원피크를 관찰할 수 없었다. 즉, 비가역적인 

SPS 와 MPS 의 상호전환 때문에 단순 전기화학적인 측정 방법으로는 

SPS 의 환원 전위를 측정하기 어렵다.  

  



37 

 

3.2.2 화학평형을 이용한 측정 

 

SPS 와 MPS 는 한 쌍의 thiol-disulfide 이므로 다른 thiol 또는 

disulfide 와 thiol-disulfide 교환반응을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MPS 와 Lip, 그리고 SPS 와 ME 간의 thiol-disulfide 

교환반응의 화학평형상수를 측정하여 SPS 의 환원 전위를 구하고자 

한다. 표준상태에서 Lip 의 환원 형식전위는 0.153 V 고 ME 은 0.125 

V 이다.26 그들 사이의 thiol-disulfide 교환 반응식은 Eq.3.2~3 와 같고 

이 반응들의 화학평형상수 계산식은 Eq.3.4~5 에 나타나있다.   

 

2MPS + Lip ↔ SPS + Lip                                   [Eq.3.2] 

SPS +  2ME ↔ 2MPS + ME                                 [Eq.3.3] 

 

K =
[ ]

[ ][ ]
                                           [Eq.3.4] 

K =
[ ][ ]

[ ]
                                           [Eq.3.5] 

 

본 실험에서는 1H NMR 분광법을 이용하여 Eq.3.2~3 의 반응이 

평형에 도달할 때 각 반응물 생성물의 농도를 측정하여 화학평형상수를 

구하였다. 측정한 열역학 변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Lip 과 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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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 와 ME, 그리고 Lip 과 ME 의 반응 화학평형상수를 각각 구하고 

비교하였다. Figure 3.5 은 SPS, MPS 가 참여한 반응의 1H NMR 

스펙트럼이다. 실험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가로 Lip 과 

ME 간의 thiol-disulfide 교환 반응의 화학평형상수도 구하였다. 이 

반응의 스펙트럼은 Figure 3.6 에 나타났다. 각각의 피크의 적분값을 

통해 각 수소원자의 상대 함량을 알 수 있어 반응물의 초기농도를 

이용하여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Eq.3.6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Lip  ] = [SPS] = 0.01 M 

[Lip ] + Lip = 0.01 M 

[SPS] + [MPS] = 0.01 M                                      [Eq.3.6] 

 

 

 반응들의 화학평형은 반응이 시작 후 20~45 시간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형점에 있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계산하고 

Eq.3.4~5 에 대입하여 화학평형상수를 구하였다.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실험을 반복하여 화학평형상수를 

구하였다. Table 3.1 에 Lip 과 MPS, SPS 와 ME, 그리고 Lip 과 ME 의 

반응 화학평형상수를 독립적으로 구하여 평균값을 나타났다. 그 결과 

SPS 와 ME 반응의 화학평형상수는 0.99( ±0.01) 로 Lip 과 MPS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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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M-1 (±0.01),  그리고 Lip 과 ME 은 0.12 M-1 (±0.02) 로 

측정되었다. 이렇게 얻은 화학평형상수를 아래 Eq.3.7~8 에 대입하여 

SPS 의 환원 형식전위를 구할 수 있다.  

 

EΘ = lnK                                              [Eq.3.7] 

EΘ = E − E = E −E                                [Eq.3.8] 

 

계산 된 형식전위는 Table 3.2 에 나타났다. ME, Lip 과 반응한 

결과는 모두 0.153 V( ±0.001  V)을 얻어 데이터의 높은 신뢰성을 

보여줬다. Lip 과 ME 사이의 반응 평형상수도 구하여 Lip 의 형식전위 

0.125 V 를 기준으로 ME 의 형식전위를 구하였다. 그 결과 0.153 V 인 

보고된 ME 의 형식전위와 일치하여 이 방법의 신빙성은 검증되었다.  

그래서 화학평형상수를 구하는 것을 통해 SPS 가 MPS 로 환원되는 

반쪽 전지의 표준 환원 형식전위는 0.153 V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SPS 의 환원은 Cu(I)(thiolate) 의 형성 메커니즘에 포함된 반응이므로 

측정된 SPS 의 환원 형식전위는 다음 절의 Cu(I)(thiolate)  형성 경로 

규명에서 중요한 단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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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OCP measurement of SPS/MPS electrode with several 

attempts. (1 mM SPS, 1 mM 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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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LSV analysis of SPS (0.05 M) reduction in NaCl (0.5 M) 

aqueous electrol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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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The 1H NMR spectrum of reaction between (a) Lipox 

(0.01 M) & MPS (0.02 M) and(b) MEred (0.02 M) & SPS(0.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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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The 1H NMR spectrum of reaction between Lipox (0.01 M) 

& MEred (0.0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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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The concentration change of each species participated in 

the reaction between (a) Lipox and MPS, and (b) MEred and 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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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The concentration change of each species participated in 

the reaction between MEred and Lip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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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Equilibrium Constants for Thiol-disulfide Interchange 

reactions 

 

 

 

  

Equilibrating 

species 

Trial 

Average 

Thiol Disulfide 1 2 3 4 5 

MEred SPS 1 0.98 0.98 0.98 1 
0.99 

(± 0.01) 

MPS Lipox 0.10 0.10 0.12 0.13 0.12 0.114 M
-1

 

(± 0.01) 

MEred Lipox 
0.12 0.11 0.11 0.13 0.12 

0.12 M
-1

 

(±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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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Formal Potentials for Reduction of SPS and MEred [ref. 26] 

 

 

  

Equilibrating species  

Equilibrium 

constant 

Formal 

potential of 

reference 

material 

Formal 

potential of 

measured 

substance 

Measured 

substance 

Equilibrium 

against 

SPS Mered 0.99 0.153 V 0.153 

V(±0.001) 

MPS Lipox 0.124 M-1 0.125 V 0.153 V 

(±0.001) 

MEred Lipox 0.12 M-1 0.125 V 0.152 V 

(±0.001) 



48 

 

3.3 구리 전해 도금액 속 Cu(I)(thiolate) 의 형성 

 

1.3 절에 설명한 것처럼 Cu(I)(thiolate)은 SPS 의 가속 메커니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도금액에서 Cu(I)(thiolate) 는 Cu2+과 MPS 가 

반응해서 형성되거나 Cu+과 SPS 가 반응하여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UV-vis 분광법으로 분석해보았다. Figure 3.9 

에서 먼저 도금액 속의 각 화합물의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났다. Cu2+의 

흡수 피크는 800 nm 에서 나타나고 나머지는 모두 가시광선 영역이 

아닌 자외선영역에서 흡수 피크를 보였다. MPS 는 Cu2+, Cu+와 모두 

반응할 수 있다. Figure 3.10 (a)는 Cu2+과 MPS 의 반응산물인 

Cu(I)(thiolate) 의 흡광 스펙트럼을 나타났다. Cu2+ 대비 MPS 농도의 

상대 비율이 증가에 따라 Cu2+의 흡광도는 작아지고 착물의 흡광 

피크의 면적은 커지는데 이는 Eq.1.3 에 부합한다. 착물은 선황색을 

띠므로 400~500 nm 파장에서 높은 흡광도를 보였다. MPS 는 또한 

Cu+와 반응하여 Cu(I)(thiolate)를 형성할 수 있다. [Figure 3.10 (b)] 

하지만 SPS 는 Cu2+와 반응하지 않는다. Figure 3.11 (a)에서 알 수 

있듯이 CuSO4 와 SPS 가 동시에 존재하는 전해질 용액의 흡광 

스펙트럼은 CuSO4 와 SPS 의 흡광 스펙트럼의 단순 합이다. 

그렇지만 SPS 는 Cu+와 반응하여 Cu(I)(thiolate) 를 형성할 수 있다. 

Figure 3.11 (b)와 같이 CuCl 를 SPS 수용액에 녹여 수분간 교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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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nm 근방의 파장에서 Cu(I)(thiolate) 착물의 흡광피크를 관찰할 수 

있다. 실제 도금액은 Cu2+ 기반의 수용액이지만 도금 과정에서 착물이 

형성할 수 있는 이유는 구리전극이 Cu2+과 반응해서 먼저 Cu+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Eq.1.4~5] 이렇게 형성한 Cu+이 SPS 와 착물 

Cu(I)(thiolate)을 형성한다. Figure 3.12 는 CuSO4 와 SPS 의 등 농도 

혼합용액에 구리 금속 조각을 넣고 2 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반응한 

용액의 UV-vis 흡광 스펙트럼을 나타났다.  

 

Cu + Cu ↔ 2Cu          K =
[ ]

[ ]
= e                  [Eq.1.4] 

4Cu + SPS ↔ 2Cu(I)(thiolate) + 2Cu                         [Eq.1.5] 

 

Eq.1.4 의 화학평형상수는 대략 e-14 정도라 Cu2+의 농도(0.05 M) 에 

비해 Cu+의 양은 매우 작아(0.2 mM) 무시 할 수 있다.40 따라서 구리 

금속을 CuSO4 용액에 담가 반응한 결과는 황산 구리 용액과 같은 UV 

스펙트럼을 보였다. 그렇지만 SPS 를 첨가한 경우, 생성한 Cu+과 

착물을 형성하여 Eq.1.5 의 평형은 정반응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점점 많은 Cu(I)(thiolate) 이 형성되지만 동시에 구리 이온이 

형성되므로 구리 이온의 총 농도는 변하지 않았다. 또한 구리 금속과 

SPS 가 직접 반응하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대조조로 SPS 용액에 

구리 금속을 첨가하여 반응한 용액의 스펙트럼도 관찰하였다. 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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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 를 첨가한 도금액에 Cu(I)(thiolate)의 형성은 SPS 가 먼저 MPS 로 

환원하고 다시 구리랑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리 이온이 구리 금속과 

먼저 Cu+을 형성하고 다시 SPS 랑 반응하는 메커니즘을 따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MPS 의 경우 도금액의 풍부한 Cu2+과 반응하여 

착물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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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The UV-vis spectra of H2SO4 (0.25 M), CuSO4 (0.1 M), 

SPS (0.05 M), MPS (0.1 M), and NaCl (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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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10 The UV-vis spectra of (a) CuSO4 (0.1 M), MPS (0.1 

M), and the mixture of the two, and (b) MPS (0.1 M), and the 

mixture with CuCl (0.0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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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11 The UV-vis spectra of (a) CuSO4 (0.1 M), SPS (0.05 

M), and the mixture of the two, and (b) CuCl (0.05 M) with SPS 

(0.0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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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 The UV-vis spectra of thiolate formation in the 

presence of Cu metal (CuSO4 0.05 M, SPS 0.05 M, Cu metal from 

Cu foil 2 mm × 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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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u(I)(thiolate) 형성 반응의 표준기전력 

 

3.3 절에서 알 수 있듯이 MPS 와 SPS 가 구리 도금액에서 

Cu(I)(thiolate) 를 형성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2Cu + 4MPS ↔ 2Cu(I)(thiolate) + SPS + 4H                  [Eq.1.3] 

 

Cu + Cu ↔ 2Cu                                            [Eq.1.4] 

4Cu + SPS ↔ 2Cu(I)(thiolate) + 2Cu                         [Eq.1.5] 

 

UV-vis 흡광 스펙트럼을 통해 이 두 반응의 생성 산물을 확인하였다. 

열역학적인 관점에서 이 두 반응을 고찰하기 위하여 Eq.1.3 과 

Eq.1.5 의 화학평형상수를 구해보았다. Eq.1.3 은 Eq.1.2, Eq.1.5, 

그리고 Eq.3.9 의 합으로 표현 할 수 있다. 3.2 절에서 SPS 의 환원 

전위를 구했고 Eq.3.9 의 환원 전위는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EΘ =

0.16 V ) Eq.1.3 와 Eq.1.5 중 하나의 화학평형상수만 구하면 

화학평형상수의 상태함수인 성질을 이용하여 다른 하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Eq.1.5 을 선택하여 화학평형상수를 

측정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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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 + 2H + 2e ↔ 2MPS          EΘ = 0.153 V             [Eq.1.2] 

Cu + e ↔ Cu                   EΘ = 0.16 V               [Eq.3.9] 

 

각 반응물과 생성물의 평형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분광법을 

이용하는데 여기서는 1H NMR 과 UV-vis 스펙트럼을 모두 이용하였다. 

먼저 Figure 3.13 는 이 반응의 1H NMR 스펙트럼이다. (a), (b)는 각각 

Cu(I)(thiolate)와 SPS 의 특성 피크다.41 이 두 피크의 적분 값과 초기 

반응물인 SPS 의 농도(0.05 M)를 이용하여 Cu(I)(thiolate)와 SPS 의 

평형농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SPS 는 45.5 mM, Cu(I)(thiolate)는 9.1 

mM 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구리 이온의 농도는 Figure 3.12 의 UV-

vis 스펙트럼에서 800 nm 의 흡광도를 이용하여 구했다. 먼저 0.01~ 

0.05 M 의 CuSO4 의 흡광도를 이용하여 비어-램버트 법칙(Beer-

Lambert Law)에 대입하여 구리 이온의 흡광도 계수 13.233 M-1 를 

구했다. 이렇게 구한 흡광도 계수를 이용하여 Eq.1.5 반응에서 생성한 

구리 이온 농도 10 mM 을 구할 수 있었다. Cu+의 농도는 Eq.1.4 의 

평형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산성 용액에서 Cu+는 자발적으로 

Cu2+와 구리 금속으로 반응한다. 그러므로 Cu+의 농도는 Cu2+의 

영향을 받아 0.09 mM 로 계산되었다. 1H NMR 과 UV-vis 스펙트럼을 

통해 Eq.3.5 의 화학평형상수는 2.63 ×  10  M 로 측정되었다. 

표준기전력으로 환산하면 0.278 V 이다. 앞서 구한 SPS 의 환원 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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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3 V 와 구리의 1 차 환원 전위 0.16 V 도 화학평형상수로 환산할 수 

있다. [Figure 1.8] 위 열거된 값들로 Eq.1.3 의 표준기전력을 구한 

결과, 0.292 V 를 얻을 수 있다.  

 계산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Eq.1.5 와 Eq.1.3 는 모두 양의 

표준기전력을 갖는다. 즉 이 두 반응은 모두 자발적인 반응이다. 그리고 

SPS 가 들어 있는 도금액의 경우 Cu+이 먼저 형성 돼 착물이 형성되고 

MPS 는 직접 구리 이온과 반응해 Cu(I)(thiolate) 를 형성할 수 있다.  

Cu(I)(thiolate)의 형성경로가 다르기에 이는 MPS 와 SPS 의 가속효과 

차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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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The 1H NMR spectrum of reaction between SPS (0.05 

M) and CuCl (0.0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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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4 The UV-vis spectra of the reaction between CuCl 

(0.05 M) and SPS (0.05 M), compared to 0.01 M ~ 0.05 M Cu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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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구리 전해 도금의 가속제인 SPS 와 MPS 의 가속 

메커니즘을 기존의 동역학적 관점이 아닌 열역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SPS 가 MPS 로 환원하는 형식 전위를 측정하고 도금액 속에서 

가속제가 구리이온과 발생하는 반응을 분광학적으로 관찰하였다. 

가속제의 가속 메커니즘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Cu(I)(thiolate) 의 형성 

경로를 분광학 분석으로 규명하였고 각각의 반응의 화학평형상수를 

측정하고 표준기전력을 계산하였다.  

MPS 는 구리 환원의 율속 결정 단계인 Cu2+이 Cu+로 환원하는 

과정을 촉진하여 가속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MPS 와 

SPS 가 Cu(I)(thiolate)  착물을 형성함으로써 구리의 환원을 용이하게 

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선 1H NMR 분광법으로 SPS 가 

MPS 로 환원하는 형식전위를 thiol-disulfide 교환 반응의 

화학평형상수를 측정함으로써 계산하였다. 그 결과 SPS 의 환원 

형식전위는 0.153 V 로 측정되어 MPS 와 Cu2+의 반응이 열역학적으로 

자발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UV-vis 분광법을 이용해 

Cu(I)(thiolate) 의 흡수 스펙트럼을 관찰해 도금액에서 MPS 의 경우 

Cu2+과 반응해 Cu(I)(thiolate)  착물을 형성하고, SPS 가 들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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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액에서는 먼저 구리전극과 구리이온이 반응하여 Cu+이 생성되고 

생성된 Cu+이 SPS 와 반응하여 착물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 반응들의 화학평형상수를 1H NMR, UV-vis 분광법으로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하였고 표준기전력을 계산하였다.  Cu+과 SPS 의 

반응 표준 기전력은 0.278 V 고 열역학적 계산을 통해 Cu2+과 MPS 의 

반응 표준 기전력은 0.292 V 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Cu(I)(thiolate)의 

형성이 MPS 또는 SPS 가 도금액에 존재할 경우 모두 열역학적으로 

자발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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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modynamic Study on Mechanism of Bis(3-

Sulfoprofyl) Disulfide and 3-Mercapto-1-propanesulfonic 

Acid as Accelerators in Cu Electrodeposition 

SHEN HUIZI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miniaturization of semiconductor devices, electrodeposited Cu interconnects 

have been used widely in the industry due to the low priced process and high reliability. 

The Cu electrodeposition solution typically contains small quantities of organic additives 

(accelerators, suppressors, levelers) is essential to the void-free filling of trenches or vias. 

In this study, the thermodynamic quantities about bis(3-sulfopropyl) disulfide (SPS) and 

3-mercapto-1-propanesulfonic acid (MPS) was measured, which is the most widely used 

accelerators in the Cu electrodeposition. A new point of view about accelerating 

mechanism of SPS was also provided by thermodynamic measurement through 

spectroscopic study.  

The formal potential for the reduction of SPS to MPS was determined as 0.153 V by 

measuring equilibrium constants of thiol-disulfide interchange reaction by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In addition, the reaction path about Cu(I)(thiolate)  

formation, which is the key material in the accelerating mechanism of SP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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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d by UV-vis spectroscopic study. The standard electromotive force for the 

formation of Cu(I)(thiolate)  by MPS with Cu2+ (0.292 V) and SPS with Cu+ (0.278 V) 

were measured respectively. These two reactions are both spontaneous reaction because 

the positive value for the standard electromotive force. 

 

Key words: Cu electrodeposition, accelerator, SPS, MPS, formal potential, 

equilibrium constant, standard electromotive force 

Student number: 2015-2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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