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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 도 한 도  층의 집합조직은 해조건에 의해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 층의 집합조직은 

도 층의 미세조직과 표면 형상과 계가 있으며 도 층의 기계 인 성질에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도 층의 집

합조직의 변화양상의 이해는 매우 요하다. 한 기도  층은 열처리 을 때 재결정이 일어난다. 그 재결정 집

합조직은 도  층의 기 성장 집합조직과 다르게 된다. 기 도 한 도  층의 그 미세조직, 표면 형상, 집합조직과 

기계 인 성질은 용액조성, 과 압, pH, 류 도와 용액온도 등의 해조건에 의해 변화한다. (111)과 (110)집합조

직을 갖는 구리도  층을 융합연구를 통해 황산 욕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110) 는 (111)집합조

직을 갖는 구리도  층을 황산 욕에서 얻고, 그 (110) 는 (111)집합조직으로의 변화와 기계  성질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 다.

• 주제어 : 기도 , 표면형상, 기계  성질, 집합조직, 구리

Abstract   The texture of electrodeposits varies with deposition conditions. Texture of electrodeposits 

is also related to microstructure, surface morphology and mechanical properties. When the electrodeposits 

annealed, the recrystallization texture may be different from the original deposition texture. The surface 

morphology, the microstructure and the initial and recrystallization textures of copper electrodeposits vary 

with deposition conditions. The texture, microstructure, surface morphology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electrodeposits are known to vary with electrolysis conditions, such as bath composition, over potential, pH, 

current density, bath temperature, etc. The (111) and (110) textures of copper electrodeposits can be 

obtained from copper sulfate bath. In this study, copper electrodeposits with (111) and (110) textures are 

obtained from a copper sulfate bath, and the change from (111) to (110) textures of copper electrodeposits 

can be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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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구리는 도성과 연신율이 좋고 기계 인 성질도 양

호한 편이여서 리 사용되어 왔으며 얇게 도 시킨 동

박은 인쇄 회로 기 의 도체로 쓰이고 있다.

동박은 어떤 연 기 을 쓰느냐에 따라 페놀수지 기

용과 에폭시 수지 유리섬유기 용 해 동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페놀수지 기 용 동박은 가정용(TV, 라디오 

완구류 등) 인쇄 회로 기 에 사용하고 에폭시 수지 유리 

섬유 기 용은 산업용(컴퓨터, 신 화, 교환기기, 항공

기 등)에 사용한다. 페놀 수지 기 용 동박은 이미 국산

화에 성공하여 양산되고 있다. 산업용에 쓰이는 동박은 

사용하는 곳이 다양함에 따라 그 동박 자체에 요구되는 

사양이 다양하다. 다층기 에 사용되는 고온고연신율

(High Temperature Elongation : HTE) 동박, 임피던스

(Impedance) 인쇄 회로 기 용에 쓰이는 LP동박, 자부

품 소형화 요구에 부합하는 극박막(Ultra-thin) 동박 등

이 있다. 이처럼 자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동박의 수요

가 증가하고 다양화 되고 있다. 이 다양한 수요 에 고

온에서 재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1-5].

기 도 한 도 층의 집합조직은 해조건에 의해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미세조직과 표면 형상

과 계가 있으며 그것들의 기계 인 성질에 향을 미

친다. 그러므로 그것들의 집합조직의 변화양상의 이해는 

매우 요하다[1-7].

기 도 층은 심한 변형을 받은 상태와 비슷하기 때

문에 어닐링 을 때 재결정이 일어난다. 그 재결정 집합

조직은 변형을 받은 속에서와 같이 도 층의 성장 집

합조직과 다르게 된다[8-12].

기 도 한 구리 도 층이 성장방 분포는 재결정후 

방  분포와 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Tomov등

은 기 도 한 택 구리 도 층의 상온에서의 재결정

과정을 XRD를 이용하여 조사하 는데 재결정  

<311>, <111>, <110>성분이 재결정후<100>, <110>, 

<111>성분으로 변환 되었고, 성장 집합조직의 <311> 성

분이 재결정후 <100> 으로 바 고 <111> 성분이 <110> 

으로 바 었다고 결론 내렸다 [13].

 Surnev등은 220g/l, 30g/l, 50g/l NaCl의 조성, 25℃

의 온도, 6, 8, 10 A/dm2의 류 도에서 기도 을 행

한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14]. 재결정 집합조

직은 성장 집합조직에 의존하게 되는데 잔류 도가 높은 

것과 ((100) 성분이 작음) 낮은 것의 재결정 후의 집합조

직은 가각 <100> + <221> 과 <311> + <100> + <221> 

이다. 여기에서 <221> 은 <100> 재결정 성분의 정 성

분이다 .

Mak등은 미세 결정립의 무진해 동도 시 불순물이 

많은 시편과 은 시편에서 어닐링 거동을 비교해 보았

는데, 불순물이 은 시편은 불순물이 많은 시편에 비해 

쉽게 재결정이 되는데 재결정이 됨에 따라 (111) 성분과 

(110) 성분이 감소하고 (100) 성분이 증가되었다[15].

이 연구에서는 (110) 는 (111)집합조직을 갖는 구리

도  층을 황산 욕에서 얻고, 그 (110) 는 (111)집합조

직으로의 변화와 기계  성질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 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음극은 1 mm 두께의 스테인 스

강 (316 L)을 사용하 고, 양극으로는 불용성 양극인 납

을 사용하 다. 양극과 음극사이의 간격은 4 cm로 하

다. 용액조성은 표 1에 나타내져 있다. 스테인 스강  

은 100 mm × 100 mm × 2 mm의 크기의 시편으로 가

공하 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Bath

composition Temp.℃
Current 
Density 
A/dm2

   280g/L

  80g/L
30 1-8

기도  수행온도는 30℃에서 수행하 고 류 도

는 1-8 A/dm2에서 수행하 다. 여기에서 사용된 기도

 공정은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여기에 사용된 탈지는 

수산화나트륨(1 wt%)를 사용하여 60 ℃에서 2분 처리하

고, 산세는 황산(50 g/L)를 사용하여 60 ℃ 2분 처리하

다. 용액조건은 실제 양산조건과 유사하게 하여 제조

하 다. 도 두께는 35 ㎛로 도 하 고, 도  후 음극으

로부터 박리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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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ss flow chart

우선방 는 X선 회 (DMAX-2500, Rigaku)을 이용

하여 측정하 다. 기도 층의 우선방 는 집합조직분

율(Texture Fraction, TF)로 표시하 다.

∑  
 

여기에서 Ⅰ(hkl)는 시편의 회 강도, Ⅰo(hkl)는 표  

분말 시편의 회 강도이다. 즉 어떤 면의 집합조직 분율

이 다른 면보다 크다는 것은 어떤 면의 집합조직이 다른 

면보다 발달했다는 의미이다. 인장시험은 음극으로부터 

박리된 시편으로부터 서 사이즈 시험편을 제작한 후에 

인장시험(lloyd, LRX-Plus)을 실시하 다.

3. 시험결과 및 고찰
3.1 시험결과  

3.1.1 집합조직 분율
기도 은 해액온도 30℃에서 류 도 1-8 

A/dm2에서 1 A/dm2 간격으로 수행하 다. 기도  된 

도  층의 X선 회  시험 후 집합조직 분율을 계산하

다. (100) (110) (111) 면을 집합조직 분율을 계산 시 고려

하 다. 모든 시편에서 (100)의 집합조직 분율은 0이었다. 

그림 2에 류 도에 따른 (110) 집합조직 분율을 나타

내었다. 1-6 A/dm2에서는 (110) 집합조직 분율이 1이다. 

(110) 집합조직이 다른 면들의 집합조직보다 우선 배향

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A/dm2에서는 (110) 집합조직 분

율이 0 임을 알 수 있다. 7 A/dm2에서는 시험편의 크기의 

문제로 집합조직 분율를 측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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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110) Texture fraction with current density

그림 3에 류 도에 따른 (111) 집합조직 분율을 나

타내었다. 1-6 A/dm2에서는 (111) 집합조직 분율이 0이

다. (111) 집합조직이 다른 면들의 집합조직보다 우선 배

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A/dm2에서는 (111) 집합조직 

분율이 1 임을 알 수 있다.  7 A/dm2에서는 시험편의 크

기의 문제로 집합조직 분율를 측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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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111) Texture fraction with current density

3.1.2 기계적 성질
그림 4에 류 도에 따른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1-6 A/dm2에서는 류 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장 강도

는 증가하 다. 1-6 A/dm2에서는 (110) 집합조직이 발달

되어 있는 역이다. 7 A/dm2에서는 시험편의 크기의 문

제로 인장강도를 측정하지 못했다. 8 A/dm2에서는 인장

강도는 (111) 집합조직이 발달된 류 도이고, 인장강도

의 크기는 (110)발달된 기의 인장강도와 비슷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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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nsile strength with current density

3.2 고찰  

3.2.1 집합조직별 원자생성에너지  
그림 5은 (111)집합조직을 가진 표면의 원자를 모사하

다. 구리는 면심 입방정 구조로 최인 원자수는 12개

이다. (111)집합조직을 가진 표면의 원자를 생성하기 

해서는 층 3개의 결합 제외하고 원자 9개와의 결합에

지가 생성되어야 한다.  원자 1개당 생성에 지는 ε×9

이다. 여기서 ε는 원자간 결합에 지이다.

               (a)                             (b) 

[Fig. 5] (a) Surface section and (b) that including upper 

layer of (111) Texture

그림 6은 (110)집합조직을 가진 표면의 원자를 모사하

다. (110)집합조직을 가진 표면의 원자를 생성하기 

해서는 기존의 원자 7개와의 결합에 지가 생성되어야 

한다. 원자 1개당 생성에 지는 ε×7이다. 

   

      (a)                        (b) 

[Fig. 6] (a) Surface section and (b) that including upper 

layer of (110) Texture

그림 7은 (110)집합조직을 가진 표면의 원자를 모사하

다. 여기서는 결함(  :  결함)이 존재하는 (110)집합

조직을 갖는 경우를 모사하 다. (110)집합조직을 가진 

표면의 원자를 생성하기 해서는 기존의 원자 8개와의 

결합에 지가 생성되어야 한다. 원자 1개당 생성에 지

는 ε×8이다. 

[Fig. 7] Surface section of (110) Texture including point 

defect

3.2.2 전류밀도에 따른 기계적 성질의 이해
3.1 의 시험결과를 보면 류 도가  1-6 A/dm2에서

는 (110) 집합조직을 8A/dm2에서는 (111)집합조직을 갖

는다. 이는 류에 지가 증가하면 ( 류 도가 증가하

면) 원자 1개당 생성에 지가 큰 쪽의 집합조직이 발달

함을 설명할 수 있다. 

류 도가  1-6 A/dm2에서는 (110) 집합조직이 발달

하 는데 류 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가 증가한

다. 이는 (110) 집합조직에 결함이 증가함에 따라 원자 1

개당 생성에 지가 증가하고, 결함이 증가하면 인장강도

는 증가한다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류 도가 8A/dm2에서 인장강도가 감소하는데 이는 

류에 지를 상당부분 생성에 지로 소모한 결과로 설

명할 수 있다.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110) 는 (111)집합조직을 갖는 구리

도  층을 황산 욕에서 얻고, 그 (110) 는 (111)집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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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으로의 변화와 기계  성질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 다.

1. 1-6 A/dm2에서는 (110) 집합조직 분율이 1이다. 

(110) 집합조직이 다른 면들의 집합조직보다 우선 

배향되었다. 

2. 8 A/dm
2에서는 (110) 집합조직 분율이 0, (111) 집

합조직 분율이 1 이었다.

3.  1-6 A/dm2에서는 류 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장 

강도는 증가하 다.  1-6 A/dm
2에서는 (110) 집합

조직이 발달되어 있는 역이다.

4. 8 A/dm2에서는 인장강도는 (111) 집합조직이 발달

된 류 도이고, 인장강도의 크기는 (110)발달된 

기의 인장강도와 비슷하 다.

5. 류 도가 1-6 A/dm2에서는 (110) 집합조직을 

8A/dm2에서는 (111)집합조직을 갖는다. 이는 류

에 지가 증가하면 ( 류 도가 증가하면) 원자 1

개당 생성에 지가 큰 쪽의 집합조직이 발달함을 

설명할 수 있다.

6. 류 도가 8A/dm2에서 인장강도가 감소하는데 이

는 류에 지를 상당부분 생성에 지로 소모한 결

과로 설명할 수 있다.

7. 류 도가 1-6 A/dm2에서는 (110) 집합조직이 발

달하 는데 류 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가 

증가한다. 이는 (110) 집합조직에 결함이 증가함에 

따라 원자 1개당 생성에 지가 증가하고, 결함이 증

가하면 인장강도는 증가한다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

하다.

8. (110) 는 (111)집합조직으로의 변화와 기계  성

질을 설명할 수 있는 원자생성에 지 모델을 제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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