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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류밀도에서의 첨가제 초기 거동 및 동박의 기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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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studied the surfac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multiple additives as well as
the initial plating properties of individual additives. With the individual additive groups, copper crystals
tended to converge at a stage above the critical amount of additive. When chloride ions were added, large
crystals formed at several places on the surface. Thereafter, small crystals were attached to and grew on the
surface of the large crystals. When collagen and JGB (Janes Green B) were added individually, the crystals
were more uniformly distributed on the surface as compared with the group with added chloride ions. In
addition, starlike crystals were grown depending on the amount of addition. It was necessary to use multiple
additives, which is why it is difficult to make a uniform surface layer with individual additives. Large crystals
of more than 10 µm formed unevenly on the surface treated with multiple additives of chloride ions and MPSA
(3-mercapto-1-propane sulfonic acid). Large crystals disappeared on the surface treated with additional
collagen along with multiple additives. However, valley like shapes were observed on this surface, due to the
large crystals. But, addition of JGB additives to this reduced the valley and formed a uniform plating layer.
MPSA and 20 ppm of collagen were added as multiple additives, grain sizes increased by 93.5% (220 peak)
and 172.3% (311 peak) compared with the non-additive group. As a result, tensile strength decreased by 24.5%
and elongation increased by 17.8%. The crystal size was reduced 25.0% on average by the addition of 10 ppm
JGB, which contributed to a 5.4% increase in tensile strength and a 16.0% decrease in elongation. The grain
size and surface properties could be controlled by adding multiple combinations of additive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mechanical properties could be controlled by the proper amount and the optimum
combination of addi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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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산업발전분야 중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HEV), 친환경 에너지산업, IT, 지능형 로봇산업 등
의 발전에 따라 이들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 음극 소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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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 이차전지의 음극재

B)는 Cl- 과 NH4+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리 전착물과

료로 사용되는 동박은 electromigration(EM)에 대한 우수

NH4+ 이온은 돌출부에 우선적으로 흡착하여 돌출부에서의

한 저항성 및 열 전도성, 기계적 물성의 우수성, 낮은 전기

구리이온의 전착을 억제하는 동시에, 함몰부에서의 구리이

저항(1.67 μΩ-cm)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사용이 확대되고

온의 전착을 유도하여 평탄한 구리 도금층을 만든다. 그러

있다. 특히 전해동박은 압연박 대비 사용처에 맞게 두께

므로 적절한 JGB 첨가제의 첨가는 구리 전착층 표면을 평

및 길이 조절이 용이하며 생산할 수 있는 폭이 넓어 상대

탄하게 만들 수 있다하였다. Cl- 은 구리 전착층 표면에

적으로 생산비용이 적게 들어 동박 생산 방식으로 적합하

흡착하여 구리 이온과 전착층 표면의 거리를 줄여주는 가

다 [2-6].

교 역할을 하며 Cl- 의 흡착층은 구리 환원중 속도결정단

전해도금법에 주로 이용되는 도금욕 중 황산-황산구리 전

계인 Cu2+ → Cu+ 반응의 전하전달 속도를 촉진하여 구리

해액은 낮은 독성, 비교적 빠른 도금속도, 낮은 생산비용,

환원 속도를 가속한다 [23,24]. 또한 유기 첨가제를 염화

그리고 도금 후 박막의 유연성 및 강도 균일성 등의 장점
을 가지고 있어 동박 생산 도금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온과 함께 첨가할 경우, 염화 이온의 흡착층은 싸이오요

[7-9]. 일반적으로 전해동박의 제조공정에서 음극재료로는

첨가제의 흡착을 돕는다하였다 [25-26]. 유기첨가제는 이미

타이타늄 드럼(Ti drum)을 이용한다. 타이타늄은 도금 후

도금의 산업화와 더불어 표면 단차와 표면 너울을 감소시

소, PEG, SPS 등의 다양한 첨가제와 복합체를 형성하여

박리제 없이 박막을 쉽게 떼어 낼 수 있고 황산-황산구리

켜 평탄한 도금층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평탄제(leveler),

전해액 내에서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크기에 사용 후에 많

전착 속도를 억제하는 억제제(inhibiter, suppressor, carrier),

은 처리를 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구리 전착 속도를 증가시키는 가속제(accelerator, brightener)

있기 때문에 도금공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0]. 전해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대부분 현상적 결과를 바탕으로

도금법을 이용하여 동박 제조 시 표면 형상과 구조 및 전

경험적으로 적용되었으며 도금액 내에서 유동에 의한 첨가

기적 특성에 미치는 인자로는 전해액 순도, 전극 간격, 유

제의 흡착 및 전기화학적 특성에 대한 고찰은 상당히 제한

속, 도금액의 온도, 음극 전압, 교반조건, 전류파형, 전류밀

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실제 조업조건과는 차이

도 등의 다양한 공정변수가 있으며, 사용하는 소재의 조건

가 있는 10 ASD 이하의 낮은 절류밀도에서 수행되었을

에 따라 유기첨가제를 첨가를 통해 동박의 특성을 제어하
는 것이 가능하다 [6,11-15]. 또한 생산량 증가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억제제와 평탄제와의 조성비에 대한 상관관
계 또한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높은 전류

고전류밀도에 적용 가능한 첨가제 개발이 매우 중요해지고

밀도에서 콜라겐과 JGB 첨가량에 따른 초기 분극현상과

있다. 전해액에 첨가된 ppm단위의 적은양의 유기 첨가제(분

이러한 분극현상으로 인한 전착층의 표면 특성 및 기계적

자)는 높은 휘도를 갖는 균일한 전착층 형성을 촉진시키고,

성질을 파악하였다.

전해동박 구조 및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16]. 그러
나 높은 전류밀도의 연속 전해도금 공정에서 첨가제에 의
한 구리의 핵생성 및 결정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2. 실험 방법
전해동박 제조를 위하여 황산-황산구리 도금욕을 사용하

전해동박 제조조건에서 구리의 핵생성과 결정성장에 대

였으며, 다양한 첨가제 중 가속제로는 MPSA(3-mercapto-

한 수행된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Dutra 및 Lee등[17,

1-propane sulfonic acid)을 평탄제는 JGB를 그리고 억제

18]은 젤라틴과 염소이온을 첨가하여도 구리의 핵생성 기

제는 콜라겐(MW: 16,000~20,000)을 사용하였다(표 1). 개

구에 미치는 효과는 미비하지만 첨가제와 교반에 의해서
구리결정의 미세구조와 기계적 성질, 표면밀도 그리고 결

별첨가제에 대한 첨가량 테스트를 진행한 이후 첨가제를

정성장 방위 등은 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Stantke
[19]의 실험결과 젤라틴은 전해액 내에서 초기에는 억제제

(IrO2/Ti)을 사용하였으며, 음극으로는 타이타늄판(99.9%)을
#600 ~ #1500까지 순차적으로 연마하여 사용하였다. 개별

역할을 하지만 10~50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러한 분극효

첨가제의 첨가량에 따른 분극전압 측정을 위하여 1 cm2

과가 상당히 감소한다고 하였다. Kim 등[4,20]은 젤라틴과

크기의 원형이 노출되도록 음극을 제조하였으며, 복합적인

싸이오요소(thiourea)는 구리 박막의 표면조도 및 거칠기를

첨가제 영향 평가를 위하여 50 mm × 150 mm 크기의 기

개선하기 위해 목적 및 구리박막의 부식방지를 위한 첨가

판을 사용하였다. 음극과 양극의 극간거리는 10 cm로 일

제로 사용한다하였다. Park 등[21,22]은 JGB(Janes Green

정하게 유지하였고 도금이 진행되는 동안 도금액 온도는

혼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양극으로는 불용성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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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ingredients in the electroplating baths.

Chemical Reagent
Copper (Cu)
Sulfuric acid (H2SO4)
Accelerator (MPSA)
Hydrochloric acid (HCl)
Inhibiter (Collagen)
Leveler (JGB, Janus Green B)

Composition
0.79 M
1.00 M
0 ~ 60 ppm
0 ~ 60 ppm
0 ~ 60 ppm
0 ~ 60 ppm

50 oC(±0.5 oC)로 유지하였다. 전류인가는 정전류 모드 방
식으로 20 ASD(A/dm2)로 진행하였으며, 물성분석을 위하
여 12 µm 두께가 되도록 전착시켰다. 도금층의 표면형상
관찰과 결정립 크기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
(FESEM, SU-70, Hitachi, Japan), X선 회절분석기(Dmax

Fig. 1. Potential performance of the electrolyte at Cl- ion additive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III-A type, Rigaku Co., Japan)를 사용하였다. 또한 기계
적 성질 측정을 위하여 IPC-TM-650 규격에 맞게 전착층
을 타이타늄 판으로부터 분리하여 12.7 mm × 100 mm 크

첨가시 첨가제를 투여하지 않은 무첨가군 대비 전압은 전

기로 절단하고, 인장시험기(AG-X, Shimadzu, Japan)를 사

반적으로 상승하였다. 첨가 농도별로는 첨가량이 10 ppm인

용하여 인장강도와 연신율을 측정하였다. 인장강도 테스트

경우에 가장 높은 전압을 보였고, 첨가량이 증가하면서 전

는 6회를 측정하였으며 측정값은 Minitab 프로그램을 사용

압이 감소하여 40 ppm 이상의 조건에서는 유의차가 없었

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다. 염화이온은 구리 전착층 표면에 흡착하여 구리 이온과
전착층 표면의 거리를 줄여주는 가교 역할을 하기에 적은

3. 결과 및 고찰

량은 10 ppm 첨가시에는 표면의 일부 영역에서 구리이온
과 결합을 하려고하기에 전압이 상승하였고, 첨가량이 증

3.1 개별 첨가제의 초기 전압

가하면서 기지 표면의 여러 영역으로 염화이온이 분포되어

그림 1은 첨가제를 첨가하지 않은 황산-황산구리 기본욕

구리이온과 결합하기에 전압이 낮아지다 40 ppm이상의 조

에 염화이온을 농도를 달리하여 초기 0.2초 전해도금을 진

건에서는 더 이상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행하는 동안의 전압 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 염화이온의

그림 2는 염화이온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0.2초 동안 도

Fig. 2. SEM images of titanium surface tilted by 30 o. Coppers were plated for 0.2 seconds at the addition of various Cl- ion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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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 images of copper plating tilted by 30 o. Coppers were
plated for 0.2 seconds at the addition of 0 ppm (left) and 10 ppm Clion (right).

금한 표면을 관찰한 결과이다. 아무런 첨가제를 추가하지
않은 무처리 군의 경우 1 µm 이하의 구형 결정들이 표면
에 형성되고 있으며, 염화이온대비 기지 표면에 넓게 분포
하여 결정이 형성되고 있다. 염화이온을 첨가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결정들이 응집해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표

Fig. 4. Potential performance of the electrolyte at MPSA additive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면에 큰 결정이 존재하고 주변으로 작은 결정들이 생성되
는 형태로 결정의 크기가 균일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 있
다. 또한 결정의 표면을 확대하여 관찰한 결과 무처리 군

있다. 그러나 MPSA 60 ppm을 첨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 경우 구리 결정의 표면이 매끄러운 반면 염화이온을 첨

염화이온을 첨가하였던 조건대비 낮은 전압을 보이고 있다.

가한 경우에는 큰 결정 표면에 작은 결정들이 많이 붙어있

표면을 관찰한 결과인 그림 5를 보면 첨가량이 10 ppm보

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다 증가되면서 결정이 뭉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표면

MPSA첨가제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첨가하여 0.2초 도금
시간동안의 전압의 변화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MPSA첨

에서 별모양의 결정들이 형성되고 있다. MPSA 60 ppm을
첨가한 경우 그림 4에서 전압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결정

가제를 첨가한 경우 무첨군 대비 전반적으로 전압이 높게

들이 표면에 고르게 형성되지 못하고 일부에서 결정이 크

형성되었고 MPSA첨가량별로 살펴보면, 10 ppm 첨가 시

게 성장하기 때문에 전압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높게 형성되던 전압이 첨가량이 40 ppm까지 서서히 감소

염화이온과 MPSA를 첨가한 경우 결정이 표면에 고르게

하다 60 ppm의 경우에는 10 ppm보다 높은 전압을 보이고

분포하려는 경향 보다는 결정과 결정이 서로 응집하려는

Fig. 5. SEM images of titanium surface tilted by 30 o. Coppers were plated for 0.2 seconds at the addition of various MPSA concentrations.

308

대한금속 · 재료학회지 제59권 제5호 (2021년 5월)

Fig. 6. Potential performance of the electrolyte at Collagen additive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Fig. 8. Potential performance of the electrolyte at JGB additive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재하나, 30 ppm 이상의 조건에서는 결정들이 응집되고 결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정위에 결정이 성장하여 별모양의 결정이 표면에 존재하고

억제제인 콜라겐을 첨가한 경우의 전압을 그림 6에 나타

있다. 콜라겐이 기지 표면에 흡착되어 구리 이온의 이동을

내었으며, 콜라겐을 10 ppm 첨가한 경우에는 무첨가군 대

원활하지 못하게 하여 결정위에 또 다른 결정들이 생성,

비 전압이 낮게 형성이 되었다. 그러나 20 ppm 이상의 조

성장하는 형상을 보이고 있으며, 구리이온의 이동을 원활

건에서는 무첨가군 대비 전압이 높게 형성이 되었고

하지 못하게 하는 작용으로 그림 6에서 높은 전압을 나타

30 ppm에서 최대치를 보이고 전압이 감소하였다. 또한 콜

나게 하는 원인으로 파악된다.

라겐을 30 ppm 첨가한 경우의 다른 첨가제를 첨가하여 실

평탄제인 JGB 첨가제를 첨가한 도금욕에서 도금을 진행

험한 결과와 비교 시 가장 높은 전압을 보이고 있다. 이러

하는 동안의 전압을 그림 8에 나타내었으며, JGB 첨가량

한 표면의 형상을 그림 7에서 비교 시 콜라겐의 첨가량

이 증가하면서 전압이 상승하다 30 ppm인 조건에서 가장

10~20 ppm 인 경우에는 구형 형태의 결정들이 표면에 존

높은 전압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 전압이 감소하는 경향을

Fig. 7. SEM images of titanium surface tilted by 30 o. Coppers were plated for 0.2 seconds at the addition of various collagen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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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EM images of titanium surface tilted by 30 o. Coppers were plated for 0.2 seconds at the addition of various JGB concentrations.

보이고 있다. 앞서 다른 첨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압

전압이 변화가 적은 40 ppm을 선정하였고, 가속제인

이 높은 경우 결정들이 응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MPSA의 경우 도금이 진행되면서 분해가 되기에 전압 변

JGB 첨가제의 경우에는 전압이 가장 높은 조건(30 ppm)에

화가 적은 40 ppm을 억제제인 콜라겐의 경우에는 전압 상

서 결정들이 응집되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다(그림 9).

승폭이 급격히 변화하였던 20 ppm, 30 ppm을 선정하였다.

또한 큰 결정의 표면에서 다수의 미세 결정들이 생성되고

또한 평탄제인 JGB은 응집현상이 다소 적은 10 ppm을 선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적으로 첨가제를 첨가한 경

정하였다. 표 2는 복합첨가제의 조건과 0.2초간 도금이 이

우 첨가제 종류별 초기 전압 차이가 있으며, 첨가제별 최

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전압을 나타낸 것이다.

대 전압에 도달하는 첨가량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

표 2에서의 초기 전압은(0.07~0.12초 구간의 전압 평균)

나 표면이 균일한 도금층을 얻기 위해서는 개별 첨가제만

무첨가군 대비 염화이온과 가속제를 첨가한 (b)군의 경우

으로는 제조가 어렵기에 이러한 첨가제의 혼합에 대한 연

전압이 약 11 %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추가로 억제제인 콜

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라겐을 20 ppm 첨가한 경우에는 전압 변화가 미미하였으

개별첨가제 테스트 결과에서 염화이온은 첨가량에 따라

나 30 ppm을 첨가한 경우에는 무첨가 대비 약 17% 증가

Table 2. Additives conditions and potential of copper plated for 0.2 seconds.

Cl
(ppm)

MPSA
(ppm)

Collagen
(ppm)

JGB
(ppm)

(a)

0

0

0

0

(b)

40

40

0

0

(c)

40

40

20

0

(d)

40

40

30

0

(e)

40

40

20

10

(f)

40

40

30

10

Potential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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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EM images of titanium surface tilted by 30 o. Coppers were plated for 0.2 seconds at the addition of various additives
concentrations.

로 증가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압 상승

12 µm 두께의 도금 표면층의 형상을 관찰한 결과를 그

효과는 평탄제인 JGB 첨가제를 10 ppm 첨가한 경우에 최

림 11에 나타내었다. 초기 핵생성과정에서 보면 표면에 결

대치로 무첨가군 대비 약 21% 전압 상승이 나타났다. 그

정의 크기가 크게 존재하였던 (b)군에서 표면에 1 µm 이

림 10은 0.2초간 도금한 표면의 결정 형상을 관찰한 결과

상의 큰 결정들이 존재하였고, 무첨가군 (a)조건에서는 표

이다. 무첨가군 대비 염화이온과 MPSA를 복합적으로 첨

면에 (b)조건보다는 작으나 저배율(1,000배)에서도 관찰이

가한 경우 결정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1 µm 이상의 결정과

될 정도의 결정이 표면에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억

2 µm 이상의 결정이 표면에 분포하고 있으며, 억제제를 첨

제제를 추가한 (c), (d)군에서는 표면의 결정이 확인되지는

가한 (c), (d)에서 결정이 크기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정

않았으나, 표면이 평탄하지 않고 골이 존재하였다. 평탄제

의 크기 감소는 평탄제 JGB를 첨가한 (e), (f)군에서도 확

를 첨가한 경우 이러한 골은 줄어들고 평탄한 도금 층을

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초기의 결정립의 감소는 향후 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평탄한 도금을 얻고자 한다면 평

성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탄제 첨가가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표면층

Fig. 11. SEM images of copper foil tilted by 30 o. Copper foils were plated for 12 µm at the addition of various additives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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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립 크기가 감소하였다. 평탄제를 첨가한 경우에는 이
러한 결정립 크기가 크게 감소하여 무첨가군 대비 결정방
위별 13.5~39.8%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평탄제는
억제제와 마찬가지로 도금을 억제하기 위해 도금 표면에
흡착하게 되고, 평탄제의 흡착능력이 억제제, 촉진제보다
강하기에 도금층의 성장을 억제하여 결정립의 크기를 감소
시킨다 [11,27-30]. 또한 결정립의 크기 변화는 기계적 성
질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이러한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그
림 13에 나타내었다.
억제제를 추가하여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였던 (c), (d)군
Fig. 12. Crystallite size evolution of electroplated copper layer with
additives concentrations in the solutions.

에서 인장강도가 가장 낮고 연신율은 높게 나왔다. 억제제
첨가량에 의한 영향은 p-value 값이 0.059로 유의차 여부
를 판단하기에는 모호하나 연신율의 경우에는 p-value 값
이 0.108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평탄제를 복합적으로
첨가한 (d), (f)군의 경우 결정립의 감소로 무첨가군 대비

의 형상과 결정립의 크기는 기계적 성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치상으로 인장강도가 증가하였으나, p-value값은 0.283으

것이다.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연신율은 감소함을 확인

결정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XRD분석 장비를 이용

할 수 있다(p-value: 0.006). 또한 억제제를 첨가하였던

하여 측정한 결과를 Scherrer식으로 알려져 있는 식 (1)을

(c), (d)군과 비교시 인장강도는 27.6~39.6% 증가하였고,

이용하여 결정립 크기를 구하였고 [31,32], 이 결과를 그림

연신율은 28.7~37.5% 감소하였다. 도금층의 파단면을 관할

12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λ는 XRD 장비의 구리 타겟 파

결과를 그림 14에 나타내었으며, 무첨가군과 가속제를 첨

장 0.154056 nm, B는 시편에서 각각 측정한 반가폭, θ는

가한 (b)조건에서는 결정립이 인장방향으로 길게 변형되어

회절피크의 위치의 2θ의 반절인 값이다.

파단면 부근이 얇아지는 shear-lip과 같은 형태의 파단면이
관찰되었다. 또한 억제제를 첨가한 (c), (d) 조건에서도

0.89 • λ
t = ------------------B • cos θ

(1)

첨가제를 첨가하지 않은 (a)군 대비 가속제를 첨가한 경
우 결정립 크기가 방위별 10.8~40.0% 증가하였고, 억제제

shear-lip의 형상이 보이나, 평탄제를 첨가한 조건에서는 이
러한 파단면이 관찰되지 않았다. 초기 핵생성의 영향과 결
정립의 성장에 의한 결정립 크기의 영향으로 기계적 성질
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를 20 ppm 첨가한 경우 결정방위별 가장 큰 결정립 크기
를 보이고 있으며, 무첨가 (a)군 대비 (111)방위는 8.5%,
(311)방위는 172% 결정립 크기 증가가 있었다. 오히려 억
제제 30 ppm을 첨가한 경우 20 ppm을 첨가한 (c)조건보다

4. 결

론

도금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전류밀도 전해도금 조건

Fig. 13. Tensile strength(left) and elongation(right) of electroplated copper layer with additives concentrations in th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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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Fractographs of electroplated copper layer with additives concentrations in the solutions.

에서 억제제와 평탄제 첨가에 의한 표면특성, 구조적 특성

변화는 기계적 성질에 영향을 주었다. 결정립의 크기가 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콜라겐과 JGB의 양을 변화시켜

가한 경우 인장강도는 감소하였으나 연신율 증가 요인이

첨가한 후 도금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되었으며, 반대로 결정립의 크기가 감소한 경우에는 인장

1. 염화이온 및 가속제인 MPSA를 단독으로 첨가한 경

강도는 증가하였으나, 연신율이 감소하였다.

우 무첨가 조건 대비 전압은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 되었으

본 연구를 통하여 개별첨가제의 첨가량에 따른 초기전압

며, 30~40 ppm 구간에서는 첨가량에 대한 전압 변화가 감

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개별 첨가제를 통하여 평활한 도

소하였다. 또한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결정들이 응집해서

금층을 형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형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표면에 큰 결정이 존재하고 주변

또한 첨가제에 따라 결정립 크기를 제어할 수 있으며, 적

으로 작은 결정들이 생성되는 형태로 결정의 크기가 균일

절한 비율을 적용하여 원하는 물성을 제어 할 수 있음을

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확인 할 수 있었다.

2. 억제제인 콜라겐을 30 ppm 첨가한 경우의 다른 첨가
제를 개별 첨가하여 실험한 결과와 비교 시 가장 높은 전
압이 나타났으며, 평탄제인 JGB 첨가량이 증가하면서 전
압이 상승하다 30 ppm인 조건에서 가장 높은 전압을 보이
고 있다. 콜라겐 및 JGB 첨가제의 경우에도 다른 첨가제
와 같이 일정 이상의 첨가량이 첨가되면 결정들이 응집되
고 결정위에 결정이 성장하여 별모양의 결정이 표면에 존
재하였다.
3. 첨가제를 개별적으로 첨가한 경우 표면에 균일한 핵
생성 및 결정성장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복합적인 첨가제
첨가가 필요하며, 무첨가 조건대비 4가지 첨가제를 모두
첨가한 조건에서 초기 핵생성 및 성장단계에서 표면에 균
일하게 결정이 분포되었고, 12 µm 두께의 도금층에서도 평
활한 표면을 얻을 수 있었다.
4. 콜라겐을 첨가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결정립 크기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JGB를 첨가한 경우에는 결
정립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정립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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