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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소형화를 위한 

경쟁은 정밀 미세 형상 제작기술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

다. 이러한 미세 형상 제작기술에 의하여 생산되는 각종 소자 및 

부품들은 기계 산업, 전자 산업 등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의료, 생
물, 화학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기반기술로서 무한한 

기술 응용분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미세 형상 제작

기술 중 금속 이온의 전기화학적 전해 증착에 기반한 기술은 공작

물이 원자 단위로 형성되므로 열이나 절삭력 등에 의한 결함이 없

어서 매우 우수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에 전해 증착기술은 

LIGA나 EFAB, LECD 등의 다양한 미세 가공 공정 기술에 적용

될 수 있다[1-4].
대표적으로 X-ray나 UV 리소그래피에 기반하여 증착 마스크를 

제작하고 전해증착을 수행하는 LIGA는 초미세 정밀 형상 제작에 

매우 큰 강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UV 리소그래피를 이용하는 

경우 광침투깊이 등의 한계로 인해 고세장비 형상 제작에 한계가 

있으며 구조물 깊이가 깊어질수록 형상 정밀도 저하 및 테이퍼 현

상이 과도하게 발생된다[5]. 반면, 광의 직진성이 매우 우수한 

X-ray 리소그래피를 이용하면 초미세 고세장비 구조물을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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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매우 고가의 광가속기가 필요하며 

제작된 증착 마스크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범용적으로 사용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6].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된 방법이 상용 폴리머를 기계 가공하

여 미세 형상을 지니는 마스크를 제작한 후 이와 전극을 상대적으

로 이동시키면서 증착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얇은 두께의 

폴리머 마스크로도 고세장비의 전극 증착을 수행할 수 있었다. 또
한, 얇은 두께의 폴리머 마스크를 사용함으로써 마스크 형상 제작

이 용이하며, 증착 후 마스크와 전극의 이형성이 증대되어 재사용

이 가능해지므로 고가의 공정장비가 필요 없어지게 된다[7]. 하지

만, 미세 형상에 대한 용액 순환의 한계 및 마스크 변형으로 인해 

구조물의 밀도와 표면 거칠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

로 펄스 전원을 사용한 시도도 있었으나 이 경우 밀도는 개선되나 

증착이 불안정하여 고세장비 증착이 불가능하였다[8].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화학적 기계적 성질이 우수한 PAI (Poly 

Amide Imide)를 활용한 다단 구조의 마스크를 제작하여 공정 중 

마스크 변형을 최소화하려 한다. 또한 다양한 공정 조건 변경을 

통해 용액 순환 및 증착 안정성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중 전극 형상 등의 구조물 증착을 통해 고세장비 미세 구조물 

제작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2. 실험 구성
2.1 장치 구성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된 증착 시스템은 대부분 수직 이

송형이지만, 미세 형상을 지닌 증착 반응부로 용액이 원활하게 유

입되게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수평형 구조를 채

택하였다. 증착 구조물의 미세 이송 및 정확한 위치 제어를 위하여 

반복 이송 정밀도 약 3 µm를 지니는 1축 모터스테이지를 PAI마스

크에 수직인 X축 방향에 설치하였다. 설치된 X축 스테이지 위에 

구조물 증착을 위한 대전극으로 직경 2 mm, 순도 99.9% 구리 

봉을 콜릿척을 이용하여 고정 후 장착하였다. 마스크에 제작된 형

상과 대전극과의 상대위치를 조절하기 위하여 마스크와 증착수조 

하부에 2축 수동 정밀 스테이지를 장착하였다. 증착 용액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고온 튜브로 밀봉된 실리콘 열선을 증

착 수조 바닥에 설치하였으며 우레탄과 테프론으로 코팅된 K형 

열전대와 ±1℃ 이내로 온도 제어가 가능한 릴레이형 제어기를 사

용하였다. 용액 순환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우레탄 및 테프론 코팅

된 250 Hz 코인형 진동자를 용액에 침지하여 사용하였다. 증착 

면적에 맞추어 정확한 정전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바이오 로직사의 

일정전류기(Galvanostat)을 이용하여 3전극계에 기반한 전해 증

착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Fig. 2에 보인 바와 같이 장

치를 구성하였으며 실험 중 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공구현미경을 

장착하였다.

2.2 다단구조 PAI 마스크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증착용 마스크는 용액 공급 문제 등으

로 인해 주로 0.8 mm 이하 두께의 폴리머 판재가 사용되었다. 이
는 증착 후 공작물 전극 이송시 마찰에 의한 변형을 초래하여 구조

물 손상 및 연속 증착 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마스크

가 두꺼울 경우 미세 형상 가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정 중 증착 

부위로의 용액 순환이 어려워져 공정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ig. 3과 같이 다단 구조의 PAI마스크를 제작하였

다. 전체 마스크의 두께는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 mm로 제

Fig. 1 Schematic of electrochemical deposition system using 
mask

Fig. 2 Picture of fabricated deposition system

Fig. 3 Multistage structured mask (Thickness of deposition area: 
5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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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으며 실제 구조물 증착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용액 순환 증

대 및 변형 영역 최소화를 위해 반지름 2.5 mm 원형 형상으로 

5.5 mm 깊이를 가공 후 그 내부에 다시 반지름 1.05 mm로 1 
mm 깊이를 밀링 가공하였다. 그 후 가공된 형상 내부에 증착하고

자 하는 반지름 0.1 mm 원형 형상을 깊이 0.5 mm로 관통 가공함

으로써 용액 순환 및 마스크 변형을 개선할 수 있는 다단구조 PAI
마스크를 제작하였다.

2.3 공정 조건
Table 1에 보인 바와 같이 실험에 사용된 전해 증착 용액은 

황산구리를 기반으로 황산을 첨가하여 제작하였으며 그 조성은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된 비율에 기반하였다[9]. 이러한 용

액 내에서의 증착 원리는 다음과 같다. 용액의 주 성분을 이루는 

황산구리와 황산의 혼합 용액내에 전해액에 전류를 인가하기 위

한 대전극인 백금 전극을 위치시키고 이를 Anode극에 연결하였

다. 그리고, 구리로 이루어진 증착 전극에 이온 증착을 위해 

Cathode극을 연결하여 아래 식 (1)과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

도록 하였다. 이때, 사용되는 전류는 안정적인 구조로 증착하기 

위해 직류전류를 인가하였으며 증착 속도 개선을 위해 기존 연구

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전류 밀도보다 좀 더 높은 전류 밀도 

조건을 사용하였다[7]. 공정 온도는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던 상

온 30℃를 기준으로 반응 활성화를 위해 온도를 변화해가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단, 가열 온도가 80℃를 초과할 경우에는 

용액 증발량이 과도하여 용액 농도 유지가 불가능하여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    


↑  (1)

   →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전류 세기에 따른 형상 비교

Table 1의 증착 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4.7 A/dm2, 9.4 A/dm2, 

18.8 A/dm2의 전류 밀도를 2시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증착 

공정을 수행하였다. Fig. 4는 전류 밀도 변화에 따른 증착된 전극

의 형상을 관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류의 크기는 반응하는 전

자의 개수와 직접적으로 비례하므로 전류 밀도와 단위 시간당 증

착되는 부피는 서로 비례한다. 이에 Fig. 4(a)의 경우보다 Fig. 
4(b)의 경우가 Table 2에 보인 바와 같이 동일한 시간 동안 더 

많은 증착이 이루어졌음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다단 구조로 

그 영향을 최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보다 10배 가량 

두꺼워진 증착 마스크와 절반 이하로 작아진 원기둥 형상 증착 구

조물의 반지름으로 인해 원활한 용액 순환이 어려워져 형태가 불

규칙한 증착이 이루어졌다. 즉, 용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전극 

반경방향으로 조밀한 구조물 증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반응 이

온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길이 방향으로의 성장이 더 빠르

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불규칙한 형상으로의 증착은 증착 구조물 

형상 정밀도 저하 뿐만 아니라 증착 구조물의 길이 방향으로의 증

착 속도를 예측하는 것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불규칙한 

증착 경향은 전류 밀도가 증가할수록 더욱 극명하게 발생하였다. 
즉, Fig. 4(b)보다 전류 밀도가 2배인 18.8 A/dm2을 인가한 경우 

과도한 전류 밀도로 인해 용액 순환을 통한 미소 형상으로의 이온 

공급 속도보다 증착에 사용되는 이온량이 더 많아지게 된다. 이러

한 이온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매 실험마다 증착 길이가 불규칙한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실험에서 주로 길이 방향

Table 1 Conditions of electrochemical deposition
Deposition Dia. 200 µm

Electrolyte composition
CuSO4･5H2O (250 g/l) +

H2SO4 (60 g/l)
Electrolyte Temp. 30 ~ 80℃

Current density DC 4.7 ~ 18.8 A/dm2

Vibration Freq. 250 Hz or 0 Hz
Deposition time 2 hr

 

(a) 4.7 A/dm2         (b) 9.4 A/dm2

(c) 18.8 A/dm2 (Mask)
Fig. 4 Deposited shape according to current density

Table 2 Deposited length according to current density
Current density Deposited length

4.7 A/dm2 245 µm

9.4 A/dm2 387 µm

18.8 A/dm2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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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급격하게 증착 구조물이 성장하면서 다공성 형태의 매우 약

한 구조물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구조물은 구조적 강도가 매우 낮

아 공작물 전극 이송시 파손이 발생하여 증착된 구조물 형상 관찰

이 불가능 하였다. 또한, 전류 밀도대비 길이 방향 성장속도가 불규

칙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Fig. 4(c)에 보인 바와 같이 다공성의 

버섯 형태로 성장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Fig. 4(c)는 공작물 전

극을 마스크에서 탈착한 후 증착 마스크의 상부에 남아있는 증착 

구조물을 관찰한 것이다. 즉, 제작하고자 하는 미세 전극의 반경방

향으로 조밀한 구조물 증착이 이루어지기전에 미반응 이온이 비교

적 많이 존재하는 길이 방향으로의 성장이 과도해지면서 용액 순

환이 쉬운 마스크 뒷면을 중심으로 급격한 버섯 머리 형태로 성장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추가적인 조밀 구조로의 성장 및 마스크와

의 분리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밀한 구조물 

증착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증착속도를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는 

9.4 A/dm2의 전류밀도를 사용하였다.

3.2 진동여부에 따른 형상 비교
앞선 실험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미세 형상의 증착 공정 중 조직 

치밀화와 안정적인 증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용액 순환의 

제한으로 인한 이온 불균형이다. 이에 미소 영역으로의 용액 순환

을 돕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강제 용액 순환, 
용액 스터링, 진동 부여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10]. 하지만, 
증착 부위가 용액에 완전히 침지된 상태인데다 미소 영역으로 용

액 순환이 발생해야하므로 거시적 유동보다는 진동 부여를 통한 

용액 공급 개선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형상 정밀도 유지

를 위하여 마스크나 전극에 직접 진동을 인가 하기보다는 용액만

을 진동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때, 용량 및 진동수가 

높은 진동자의 경우 자칫 증착 구조물 및 기타 기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불필요한 진동 영향을 최소화하

면서 용액 내에서 사용 및 설치가 용이한 절연 코팅된 250 Hz 소
형 코인형 진동자를 침지하고 이를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증착 

전류는 앞선 실험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 9.4 A/dm2으로 고정하

였으며 온도는 상온 환경인 섭씨 30℃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Fig. 5에 보인 것과 같은 구조물 증착이 이루어졌다. Fig. 
5(a)와 (b)에서 볼 수 있듯이 반복된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Table 
3의 결과와 같이 일반적으로 진동에 의한 효과로 기대되는 용액순

환 개선 효과가 매우 미미함을 관찰할 수 있다. 즉, 진동을 인가한 

경우에도 반 경 방향으로의 조밀한 구조물 증착이 이루어지지 못

하였으며 증착 길이나 구조물 형상 정도가 진동을 미인가한 경우

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현재 증착이 이루어지는 부위 자체가 

한쪽이 전극으로 막혀있는 블라이드 형태 구조물인데다가 크기가 

전체 용액 수조에 비해 매우 작은 상태라서 일반적인 소형 진동자

를 통한 미세 용액 진동이 효과적으로 증착 부위에까지 영향을 미

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동 크기를 증대 시킬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구 구조물 전체에 진동 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적절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정밀

도 저하없이 미세 진동을 통한 용액 순환 및 증착 안정성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3.3 용액 온도 변화에 따른 형상 비교
증착 용액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미소 영역에서의 이온 

농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용액 온도에 변

화를 주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무전해 도금과 같은 공정에서

도 증착 공정의 활성화 및 이온 분포 개선을 위해 일정 온도를 유지

해 주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상온 온도인 섭씨 30℃부터 

10℃씩 온도 변화를 주며 증착 추이를 관찰하였다. 하지만, 온도가 

섭씨 80℃를 초과할 경우 용액 증발이 과도하게 발생하였으며 이

에 농도 유지가 불가능하여 실험은 80℃까지만 진행하였다. 용액 

내부의 균일한 온도 상승을 위해 용액 수조 바닥에 길이 30 cm의 

실리콘 열선을 S자 형태로 굽혀서 고르게 장착하였으며 전류 누설 

및 불필요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온용 절연 튜브로 밀봉하

였다. 그 결과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상온에서 온도를 상승시

킬 경우 증착길이가 조금씩 줄어들어 50℃부터 큰 변화없이 유지

됨을 볼 수 있다. 이는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온도가 상승됨에 

따라 용액 내 이온 불균형이 점차 개선되어 상온에서 이온이 많이 

분포하는 길이 방향 위주로 빠르게 성장하던 증착이 반경 방향으

로도 고르게 이루어지면서 증착된 전극 직경이 마스크 직경에 맞

도록 성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용액 내부 온도가 60℃ 이
상인 경우에는 거의 증착에 사용된 마스크 형태와 유사한 형태로 

증착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도가 80℃에 

도달하면서 과도한 용액 증발로 인해 증착이 불안정해지면서 Fig. 

 

(a) With vibration     (b) Without vibration
Fig. 5 Deposited shape according to electrolyte vibration

Table 3 Deposited length according to electrolyte vibration

Condition Deposited length
With vibration 393 µm

Without vibration 402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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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f)와 같이 증착된 형상에 왜곡이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안정적으로 형상 증착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용액 온도가 60℃ 
이상이 되어야하며, 과도한 증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80℃ 미만

이 되어야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적절한 증착을 위한 용액의 온도

는 70℃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3.4 전극 형상 증착
앞선 실험들로 구해진 증착 조건을 바탕으로 증착 전극 이송을 

통한 고세장비 전극 증착을 수행하였다. 실험 공정 조건은 앞선 

실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용액 온도는 70℃로 유지하고 큰 효과

가 없었던 진동자는 제거한 후 9.4 A/dm2 전류를 인가하여 진행

하였다. 사용된 마스크는 앞선 실험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반지

름 100 µm에 증착부 두께가 500 µm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증착 

가능한 전극의 최대 길이는 500 µm 미만이다. 이에 본 실험에서

는 일정 시간 증착 후 전극을 이송하여 다시 증착하기를 반복하여 

원래 마스크 두께보다 긴 길이의 전극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앞선 

실험 조건을 토대로 보면 시간당 대략 150 µm 정도의 증착이 이

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처음 2시간 동안은 전극 이송없이 

증착을 진행한 후 증착된 전극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200 µm만큼

을 마스크 외부로 이송하였다. 이를 통해 100 µm 이상의 증착 

전극이 여전히 마스크 내부에 남아 있음으로서 누설 없이 추가 

증착이 가능케 하였다. 이후 1시간의 증착을 추가로 진행한 후 다

시 150 µm를 마스크 외부로 이송하고 추가로 1시간 증착을 하여 

총 4시간의 증착으로 Fig. 7에 보인 것과 같은 전극을 제작하였다. 
이는 마스크 두께보다 긴 565 µm의 길이로 측정되었다. 또한 기

존 전극 이송을 통한 고세장비 연구들에서는 주로 전극을 마스크

에서 완전히 탈착 이송 후 다시 증착을 진행하기를 반복하다보니 

증착이 재진행되는 지점에서 측면부로 단이 형성되었으나 본 연

구에서는 다단 구조 마스크를 사용함으로써 마스크 자체 강도 증

가와 더불어 용액 온도 상승으로 이온 순환이 개선되어 미소 이송

이 가능하게 되어 증착 재시작점에서 용액 누설없이 추가 증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측면부 단이 없는 매끈한 형상의 전극을 

제작할 수 있었다.
또한, 4개의 전극 형상을 동시 증착하는 실험도 진행하였다. 즉, 

Fig. 8(a)에 보인 바와 같이 이전 실험과 동일한 구조와 두께를 

지니는 마스크에 반지름 100 µm의 원형 형상 4개를 각각 400 
µm 간격을 두고 가공하여 제작하였다. 이는 기존 단일 전극 증착 

실험에서보다 증착 면적이 4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인

가해야하는 전류도 4배 높은 37.6 A/dm2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각기 분리된 4개의 미소 형상으로의 이온 순환이 동일하지 않아서 

 

(a) 30℃             (b) 40℃

 

(c) 50℃             (d) 60℃

 

(e) 70℃             (f) 80℃
Fig. 6 Deposited shape according to electrolyte temperature

Table 4 Deposited length according to electrolyte temperature

Electrolyte temp. Deposited length
30℃ 402 µm
40℃ 344 µm
50℃ 316 µm
60℃ 318 µm
70℃ 314 µm
80℃ 323 µm

Fig. 7 Deposited electrode using movable mask

  

(a) Mask shape      (b) Deposited multiple electrode

Fig. 8 Multiple electrode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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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장비 전극을 증착하는 경우 불규칙한 증착으로 잦은 막힘 현

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전류를 1/3 가량 줄인 25.07 A/dm2을 인가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총 5시간의 증착을 통해 Fig. 8(b)에 보

인 것과 같은 4개의 전극 형상이 성공적으로 증착됨을 확인하였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형상의 이온 순환 정도가 완벽하게 

동일하지 못하여 기둥간의 증착된 높이 차이가 약 12% 가량 발생

하여 증착된 기둥의 높이는 420 µm ~ 480 µm로 측정되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마스크를 이용한 증착에서 마스크 구조 변경 및 

이온 순환 개선을 통해 증착 안정성을 향상하고 나아가 고세장비 

전극 증착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정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용액 순환을 돕고 증착 중 발생하는 각종 기포 등의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전극을 지면과 수평으로 장착하였으며 다단 구조의 

마스크로 증착 중 구조적 변형 및 용액 순환을 개선하였다. 증착시 

인가하는 전류량은 전자의 개수에 비례하므로 증착 속도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낮은 증착 전류는 안정적인 증착이 가능

케 하지만 공정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반면 높은 전류의 경우

에는 빠르게 증착이 이루어지지만 이온 순환이 이에 미치지 못하

면 불규칙한 증착을 유발하게 된다. 이에, 적절한 구조 증착을 위해

서는 미소 영역으로의 원활한 이온 순환이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소 영역으로의 이온 순환 개선에 많이 사용되는 

진동자의 경우 충분히 높은 출력을 지니지 못할 경우 크게 효과가 

없음을 볼 수 있었다. 반면, 높은 출력의 진동자의 경우 구조적으로 

취약한 증착 구조물의 파손 및 증착 정밀도 저하 등이 우려되어 

적절하지 못하다. 이에 본 실험과 같은 마스크를 이용한 미소 형상 

증착에서는 기계적 구조 강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용액

내 이온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전해액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뚜렷한 

개선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상온에서부터 10℃씩 온도를 증가

시킬수록 이온 불균형이 개선되어 길이 방향뿐 만 아니라 전극 반

경 방향으로의 증착이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온도 증가가 과도한 경우 증착 용액의 과도한 증발을 유발

하게 되어 도리어 원활한 공정을 방해하게 되었다. 이에 이온 순환 

개선 효과가 높으면서도 용액 증발이 공정 중 과도하지 않은 최대 

온도인 70℃에서의 실험이 적절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선정된 공정 조건으로 고세장비 전극 및 다중 전극 증착이 가능함

을 확인함으로써 제시된 다단 구조 마스크 및 온도 상승에 의한 

이온순환 개선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다양한 형상을 지니는 구조 제작에 본 공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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