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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licon-based thin film was prepared at room temperature by an electrochemical deposition method and a feasibility

study was conducted for its use as an anode material in a rechargeable lithium battery. The growth of the electrodeposits was

mainly concentrated on the surface defects of the Cu substrate while that growth was trivial on the defect-free surface region.

Intentional formation of random defects on the substrate by chemical etching led to uniform formation of deposits throughout

the surface. The morphology of the electrodeposits reflected first the roughened surface of the substrate, but it became flattened

as the deposition time increased, due primarily to the concentration of reduction current on the convex region of the deposits.

The electrodeposits proved to be amorphous and to contain chlorine and carbon, together with silicon, indicating that the

electrolyte is captured in the deposits during the fabrication process. The silicon in the deposits readily reacted with lithium,

but thick deposits resulted in significant reaction overvoltage. The charge efficiency of oxidation (lithiation) to reduction

(delithiation) was higher in the relatively thick deposit. This abnormal behavior needs to clarified in view of the thickness

dependence of the internal residual stress and the relaxation tendency of the reaction-induced stress due to the porous structure

of the deposits and the deposit components other than silicon.

Key words silicon, electrochemical deposition, room temperature, lithium battery.

1. 서  론

리튬 이차 전지는 다기능성 휴대용 전자기기, 차세대 전

기 기반 친환경 수송 기계 등의 핵심 부품으로서, 현재

고용량 실현을 위해 기존의 재료에 비해 우수한 에너지

저장 특성을 가지는 활물질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특히, 실리콘은 지금까지 알려진 리튬 이차 전

지용 음극 재료 중 가장 높은 이론 용량 (4200 mAh/g)

및 비교적 낮은 산화/환원 전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존의 그래파이트계 탄소 전극 (이론 용량: 327

mAh/g) 을 대체할 가장 유망한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리튬 이차 전지용 실리콘 음극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

구는, 실리콘 분말 혹은 실리콘 기반의 합금/산화물 분말

을 합성하여, 도전제 및 바인더와 결합시켜, 복합 전극 형

태로 특성을 평가하거나,1) 물리적 혹은 화학적 박막 성

장법(physical or chemical vapor deposition) 을 통해 도

전제나 바인더가 없는 순수한 실리콘의 특성을 평가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2-4) 이 중 실리

콘 박막 전극은 리튬 이차 전지 뿐만 아니라, 박막형 실

리콘 태양 전지용 전극에 적용될 수 있고,5,6) 또한, 박

막이 나노 구조화되는 경우, 센서, 적외선-가시광선 에미

터를 포함한 고효율 전기적, 광학적 소자에 사용될 수

있어,7-11) 그 응용 분야가 매우 넓다고 하겠다. 기존에 많

이 사용되어 온 실리콘 박막 합성 방법인 화학적 및 물

리적 박막 성장법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제조 단가가

비싸고, 장비 설계가 복잡하며, 증착 속도가 느린 단점

이 있다. 또한, 대면적 증착이 사실상 어려워 실험실 수

준의 연구에는 적합하나, 향후 상용화 측면에서는 문제

를 지닌다.

이를 대체할 방법으로서 전해 도금 법은 경제성이 우

수하고, 제조 장비가 비교적 단순하며,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대면적화하는데 있어 용이하다. 또

한, 도전성을 가진 기재(substrate) 라면 모양에 관계없이

그 위에 박막을 형성시킬 수 있는데, 이는 주로 2차원

판상(plate-type) 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재의 기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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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다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전해

도금 법은 다양한 구조의 전극 및 장치의 설계를 가능

하도록 하는 차세대 실리콘 박막 제조 기술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전해 도금은 수용액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

용액 중에서 실리콘을 합성할 경우, 실리콘 전구체의 환

원 전위가 물의 안정화 영역보다 훨씬 낮아, 격렬한 수소

발생으로 인해 실리콘이 실질적으로 도금되지 못한다. 또

한, 주로 할로겐화 실리콘(silicon halide) 계인 실리콘 전

구체가 물과 쉽게 반응하여, 반응 물질이 손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활성 분위기 내

에서 (고온) 용융염 혹은 비수용매(non-aqueous solvent) 를

사용하여 도금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2-19) 특히,

propylene carbonate,12) acetonitrile,13) tetrahydrofuran14) 과

같은 넓은 전위창(potential window)을 가진 용매를 사

용한 실리콘 전해 도금 층 합성이 보고된 바 있으며, 최

근에는 상온에서 이온성 액체(ionic liquid)16,18,19) 를 사

용하여 실리콘 전해 도금 층을 합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실리콘을 상온에서 전해 도금하는 경우, 도금 층

의 구조 및 조성이 합성 조건 (특히, 수분 및 산소 양,

도금조 설계) 에 상당히 민감하여, 재현성 있는 박막 제

작이 매우 까다롭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의 연구는 실

리콘 상온 전해 도금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

르고 있을 뿐, 실용화를 위한 전극 제조 및 특성 평가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12-19) 본 연구

에서는 전극간 거리 및 면적이 잘 고정되고, 전해액의 밀

폐성이 우수한 실리콘 전해 도금용 셀을 고안하여, 재현

성 있는 실리콘 전해 도금 박막을 합성하고, 그 전기화

학적 특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재의 표면 특

성에 따른 실리콘 박막의 균일성 차이를 분석하고, 시

간에 따른 박막의 성장 양상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제

조된 전극 중 박막의 균일성 측면에서 응용에 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전극들에 대해 리튬 이차 전지용 음극 재

료로서의 특성을 평가하고, 그 응용 가능성 및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2. 실험 방법

실리콘 전해 도금에 사용되는 용액 및 도금 층은 산

소 및 수분과의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모든 실험

은 고순도 아르곤(Ar, 99.999%) 으로 채워진 글로브 박

스(glove box, M.Braun, Germany) 내에서 진행하였으

며, 내부의 수분 및 산소 농도는 모두 0.1 ppm 이하로

유지하였다. 도금액은 유기 용매인 propylene carbonate

(PC, Aldrich) 에 이온 전도도를 높여주기 위해 0.1 M

의 tetrabutylammonium chloride (TBACl, Aldrich) 를

첨가하고, 실리콘 전구체로서 0.5 M 의 tetrachlorosilane

(SiCl4, Aldrich) 를 추가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된 도금액

내의 수분의 함량은 수분 측정기(Coulometric KF titrator

C20, Mettler Toledo) 를 통해 10 ppm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해 도금에 사용된 셀의 대략적인 구조를 Fig. 1 에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기재 (작업 전극) 위에 테프론

O-ring (두께: 약 4 mm) 을 놓고 그 위에 상대 전극이

올라가는 형태로, 실험 중 미세한 진동에도 기재와 상대

전극의 거리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두 전극 사

이의 거리는 반복된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경험적 수치로

서, 전 기재 면이 도금액과 균일하게 반응되도록 하기에

는 충분히 떨어져 있고, 과전압 감소 측면에서는 적절히

가까운 거리라 할 수 있겠다. 또한, O-ring 은 클램프를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압착 밀폐시켜 전해액 누출을 방지

하였고, 기재가 도금액에 노출된 면적은 1.13 × 10−4 m2

(Φ = 12 mm) 으로 하여, 도금 후 전기화학적 특성 평가

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기재 (음극) 로는 구리 포일(Alfa Aesar, 99.8%), 상대

전극 (양극) 으로는 백금 망(Pt mesh) 을 사용하였다. 기

재의 표면 몰폴로지가 실리콘 전해 도금 층의 균일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

을 통해 표면 처리를 진행하였다. (1) SiC 연마지를 사

용하여 #200 을 시작으로 #2000 까지 균일하게 기계적

연마; (2) 추가로 연마천과 1 µm 의 다이아몬드 연마액

을 이용하여 거울 면(mirror-like surface) 특성을 보이도록

기계적 연마; (3) 기계적 연마 후 10 wt.% 의 ammonium

persulfate ((NH4)2S2O8) 를 이용하여 표면을 화학적 에

칭, 표면 처리 후에는 3 가지 시편 모두 초음파 세척기

내에서 에탄올을 이용하여 세척하였다.

실리콘 전해 도금 층은 디지털 소스미터(Keithley 2400)

을 이용하여 7 mA/cm2 의 일정한 캐소딕 전류를 2~15분

동안 인가함으로써 합성하였다. 제조된 실리콘 박막의 표

면 및 단면 형상은 주사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4800, Hitachi, Japan) 을 이용하여 관찰하

였고, 조성은 X-선 광전자 분광법(X-ray photoelectron

Fig. 1. Simplified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cell used for the

preparation of Si-based electrodepo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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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oscopy, Quantera SXM, ULVAC-PHI, Japan)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실리콘 전해 도금층은 아주

짧은 시간의 대기 노출에도 실리콘 표면의 산화가 급속

히 진행되므로, 시편을 글로브 박스 내에서 폴리아미드

(polyamide) 계 필름으로 진공 코팅한 후 성분 분석 직

전에 개봉하였으며, 아울러 표면 식각을 진행하면서 깊이

의 함수로서 성분을 분석하였다. 구조 분석을 위해서는,

역시 글로브 박스 내에서 진공 코팅된 시편에 대해, 필

름을 개봉하지 않은 채로 X 선 회절 패턴을 얻어냈다(X-

ray Diffractometer, D8 Advance, Bruker, Germany).

합성된 실리콘 전해 도금 층을 리튬 이차 전지용 음극

활물질로서 평가하기 위해, 리튬 금속을 상대 전극(counter

electrode) 으로 한 2전극 셀(Hohsen test cell, Hohsen

Corp., Japan) 을 구성하여 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

다. 전해액은 ethylene carbonate (EC) 와 diethyl carbonate

(DEC) 를 동일한 부피비로 혼합한 유기 용매에 1 M 의

LiPF6를 첨가하여 제작하였고, 격리막으로는 Celgard 2400

을 사용하였다. 기본적인 산화/환원 반응 양상을 알아보

기 위한 순환 전위 실험(cyclic voltametry) 은 0~2.6 V

vs. Li/Li+ 의 전압 범위에서 1 mV/s 의 주사 속도(scan

rate) 로 수행하였다. 전기 화학 실험을 위한 셀은 글로

브 박스 내에서 조립되었으며, 실험은 상온으로 유지된

온도 챔버 내에서, Solartron 1287 potentiostat 을 사용하

여 수행되었다.

Fig. 2. Top views of (a,c,e) Cu substrates and (b,d,f) electrodeposits formed on them. Cu substrates were prepared by (a) mechanical

treatment using emery paper, (b) further mechanical treatment using cloth pad and diamond suspension, (c) subsequent chemical etching

using ammonium persulfate solution (for details, please see the experimental section). The electrodeposits were created for 2 min at the

cathodic current density of 7 mA/cm
2
. Insets in (b), (d), and (f) are the magnified surface images of the depo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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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Fig. 2 는 7 mA/cm2 의 환원 전류를 2분간 인가하였

을 경우, 기재의 표면 몰폴로지에 따른 도금 층의 구조

변화를 보여준다. 우선, 단순히 SiC 연마지를 이용하여 기

계적으로 연마된 구리 포일(Fig. 2(a)) 위에 도금 층을 형

성한 경우, 연마 시 발생된 연마 스크래치 자국을 따라

핵이 형성되어 성장하고, 그 주변의 평평한 부분에서는

거의 핵 생성 및 성장이 진행되지 않았다(Fig. 2(b)). 보

다 균일한 표면 상태를 만들기 위해 연마천 및 연마액

을 이용하여 구리 표면이 거울 면 특성을 가지도록 한

뒤(Fig. 2(c)), 도금 층을 형성시킨 경우에도, 여전히 존

재하는 매우 미세한 스크래치를 따라서만 도금 층이 성

장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Fig. 2(d)). 이와 같은 결과

는 주어진 환원 전류 하에서는 도금 층의 핵 생성 및 성

장이 주로 구리 표면의 결함을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균일한 도금 층을 얻기 위해, 환원 전류의 크기

를 높여, 상대적으로 결함이 적은 영역에서도 핵 생성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겠으나, 도금 층의 생성 및 성장 속

도 증가와 함께 전해액 분해 반응 속도 또한 크게 증가

하게 되므로 그리 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12-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리 기재 전 면적에 걸쳐 핵

생성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구리 표면에 무작위적이

면서도 비교적 균일한 결함을 고의로 유발시켜 이를 도

금을 위한 기재로 활용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구리

기재를 기계적으로 연마한 후, 화학적 에칭을 통해 거친

표면을 가지는 구리를 얻어내었고(Fig. 2(e)), 그 위에 동

일한 환원 전류를 인가하여 도금 층을 형성시켰다. 그 결

과, 전 면적에 걸쳐 균일한 도금 층 박막이 형성되었음

을 확인하였다(Fig. 2(f)). 형성된 도금 층은 표면 요철이

비교적 심하였는데, 이는 거친 구리 기재의 표면 요철 특

성이 도금 층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단

면 사진을 통하여 대략적으로 측정한 결과, 도금 층의 맨

아래와 위, 즉 요철의 최저점과 최고점의 높이 차이는 대

략 3 µm 였다.

화학적 에칭을 거친 구리 박막 위에 균일하게 형성되

는 도금 층이, 시간에 따라 어떠한 구조 변화를 보이는

지 조사하기 위해, 도금 시간을 증가시켜 도금 층의 특

성을 관찰하였다. 2분 동안 형성된 도금 층(Fig. 2(f)) 과

5, 10, 15 분 동안 형성된 도금 층(Fig. 3) 을 비교해 볼

때, 도금 층의 몰폴로지는 초기에는 기재의 표면 형상을

반영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재의 표면 형상과는

무관한 평평한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위로

볼록한 도금 층 인근의 전해액에, 등전위면(equi-potential

plane) 이 도금 층과 동일한 모양으로 형성되면서 환원

전류를 집중시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도금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 결과로 곡률이 작아진 도금 층이, 동일한 양상

으로 성장하는 인근의 볼록한 도금 층과 만나, 전체적인

도금 층의 모양이 평평해 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시간

에 따른 도금 층의 요철 정도를 정량화해 본 결과, rms

Fig. 3. 45o-inclined views of the electrodeposits formed on the

substrate (c) of Fig. 2. The electrodeposits were created for (a) 5,

(b) 10, and (c) 15 min, at the cathodic current density of 7 mA/cm
2
.

Insets are the corresponding cross-sectional views of the depo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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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기는 시간에 따라 362 nm (2분), 312 nm (5분), 220

nm (10분), 206 nm (15분) 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

였다. 10 분과 15 분에서의 rms 거칠기 값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재의 표면 요철의 영향이 거

의 사라지는 도금 시간은 대략 10분으로 예상된다. 두께

(요철의 최저점에서 도금 층의 가장 높은 부분까지의 높

이를 측정한 값) 는 2 µm (2분) 에서 4 µm (15분) 까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3 µm (10분) 이상

도금시키는 경우에는 도금 층이 기재에서 탈리되는 현

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도금 층 내부 응력이 매우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분간 도금된 시편에 대해 결정 구조 분석을 시행한

결과 비정질로 확인되었으며(Fig. 4), 도금 층의 구성 성

분으로는 실리콘, 탄소, 염소 및 산소가 검출되었다(Fig.

5((a)). 탄소와 염소는 전해액 성분의 일부로서, 이들의 검

출은 실리콘이 도금되는 과정에서 전해액 성분 및 전해

액 분해 생성물이 함께 포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산소

는 도금 과정에서는 포함될 수 없는 성분으로, 도금 층

생성 후 성분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기와 접촉하여 실리

콘 산화물이 생성된 것이 검출 이유라고 판단된다. 도금

후, 시편을 글로브 박스 내에서 진공 포장하여 성분 분

석 직전 개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기와 매우 짧은 시

간동안 접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르게 산화가 진

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금 층을 내부로 식각하면서,

깊이에 따라 구성 성분의 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

한 결과, 내부로 갈수록 산소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5(a)). 또한, 깊이에 따른 Si 2p 의 스펙

트라(Figs. 5(b-1)~5(b-3)) 를 보면, 결합 에너지 피크의

값이 점차 작아지면서, 산화물 형태의 실리콘을 의미하

는 실리콘 이온의 기여도가 줄어들고, 순수한 실리콘의

기여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산소가 대기와의 접

촉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산화물이 생성되

기 이전의 도금 층 내의 실리콘 비율을 추산해 보면, 원

자 비율로는 약 32%, 무게 비율로는 약 49% 가 된다.

한편, 10분간 도금된 시편의 경우 전자 현미경 사진 상

으로는 비교적 치밀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보였으나,

성분 분석 결과 기재와 매우 가까운 도금 층 부분에서

도 여전히 산소 신호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기체의 원활한 이동을 가능하게 할 정도의 다공성 구조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합성된 실리콘 기반의 도금 층이 리튬 이차 전지용 음

극 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로 다른

실리콘 도금 양을 가지는 두 개의 시편 (2분간 도금된

시편: 앞으로 “시편 A” 라 칭함. 10분간 도금된 시편: 앞

으로 “시편 B” 라 칭함) 에 대해 전기화학적 특성을 평

가하였다. 우선, 시편 A의 순환 전위 곡선을 보면(Fig.

6(a)), 첫 번째 캐소딕 (음의 전압 방향) 주사 시에 1.0~

2.5 V 사이에서 환원 피크들이 관찰되는데, 다음 애노딕

(양의 전압 방향) 주사 시에 이에 대응되는 산화 피크들

이 관찰되지 않고, 관찰된 환원 피크들이 실리콘과 리튬

의 가역 반응이 일어난다고 알려진 전압 영역 대와 크

게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전극 표면에서의 비

가역적인 전해액 분해에 의한 신호로 판단된다. 뒤이어,

1.0 V 이하에서 다시 상당한 양의 환원 반응이 관찰되는

데, 이것은 실리콘 계 화합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환원 반응을 통해 실리콘과 리튬이 합금화되

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20) 뒤이은 애

노딕 주시시의 넓은 산화 반응 신호가 이에 대응하는 실

리콘-리튬의 탈합금화 영역이 된다. 첫 번째 사이클 이

후에는 캐소딕 주시시의 전해액 분해에 의한 비가역 용

량이 크게 줄어들고, 순환 전위 곡선의 모양도 매우 안

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조된 상온

전해 도금 층 내의 실리콘이 리튬과 매우 가역적으로 합

금화 및 탈합금화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존에 보고된 실리콘 박막에 대한 순환 전위 곡선과

의 한 가지 차이는, 0.1 V 근처에서 나타나는 환원 피크

및 이에 대응하는 산화 피크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인

데,4,20) 이는 본 연구에서 제조된 도금 층의 두께 (2분 도

금시 2 µm 수준) 가 문헌에 보고된 실리콘 박막 (주로

물리적 박막 성장법에 의해 제조됨. 두께는 수십~수백 nm

수준) 에 비해 매우 두꺼워, 반응 중 상당한 양의 과전

압이 발생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사용한 거친 기재 및 도금 조건하에서는, Figs. 2

Fig. 4. X-ray diffraction pattern of the electrodeposit. The patterns

of Cu and polyamide film were included for the sake of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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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3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리콘 도금이 원자 단위

혹은 나노 스케일 수준의 층상 성장(layer growth) 방식

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도금 초기에 핵 생성 및 성장에

의해 마이크로 스케일 수준의 입자들이 생성되고, 이 후

이것들이 서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도금이 진행되므로, 일

정 수준 이하의 도금 층 두께 및 그에 따른 작은 과전

압을 기대하기 어렵다. 얇고 균일한 도금 층 박막을 얻

기 위한 기재의 표면 처리 및 도금 조건에 대한 추가 연

Fig. 5. (a) XPS sputter depth profile analysis of the sample electrodeposited for 10 min, and (b) Si 2p XPS spectra taken after subsequent

steps of sputtering. (b), (c), and (d) are the spectra obtained at the points of 1, 2, and 3, respectively, in Fig. 5(a).

Fig. 6. Cyclic Voltammograms of the samples electrodeposited for (a) 2 min and (b) 10 min, for the first four cycles at a scan rate of

1 m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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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도금 층의 두께가 증가

하더라도(Fig. 6(b)), 첫 번째 캐소딕 주사 시에 1.0~2.5

V 사이에서의 환원 피크의 크기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

데 (시편 A 와 B 모두 −40 mA/cm2 수준), 이는 전해액

분해에 의한 비가역 반응이 실리콘 활물질의 양 (즉, 두

께) 과는 상관 없이 표면 특성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리콘과 리튬의 합금화 및 탈합금화에 각각 기

인하는 환원 및 산화 반응시의 전류 밀도는 모두 2배

가량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원 및 산화 과정 중 나타나는 반응들을 더욱 정량

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순환 전위 곡선을 바탕으로, 시편

A 와 B 에 대해 시간 (혹은 인가 전압) 에 따른 축적

전하량의 변화를 계산하였다(Fig. 7). 첫 번째 사이클에서

대략 1500 초 (1.1~1.3 V) 까지는 두 시편의 축적 전하

량의 변화 양상 및 그 값이 거의 동일한데, 이것은 Fig.

6 에서 1.0~2.5 V 사이에서의 환원 피크가 거의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주목할만한 것은

실리콘과 리튬의 반응이 본격화되는 1500 초 이후의 상

황인데, 시간에 따라 시편 B 의 환원 반응량이 시편 A

에 비해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에 대

응하는 애노딕 주사시의 산화 반응량도 시편 B 가 큰 것

으로 관찰된다. 흥미로운 것은, 반응 효율인데, 1500 초

이후의 환원 반응량(∆R1) 대비 산화 반응량(∆O1) 이, 시

편 A 와 B 각각에 대해 17.5% 와 24.1% 로서, 두꺼운

시편이 초기 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효

율 차이는 두 번째(34.4%:45.8%), 세 번째(41.9%:56.4%),

네 번째 사이클(47.2%:62.7%) 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일반적으로 실리

콘 박막의 경우, 충방전시 부피 변화에 기인하는 내부

응력으로 인해,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치밀성이 높을수록

충방전 효율 및 사이클링 특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1)

이러한 비이상적인 현상은 아직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

혀지지 않았으나, 도금 층 두께 증가에 따른 내부 잔류

응력의 변화, 실리콘 이외의 도금 층 구성 성분들의 두

께 방향으로의 농도 구배 및 두께에 따른 기공도 차이

로 인한 충방전시 응력 수용 양상의 변화 등이 유력한

이유로서 심화 연구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실리콘 기

반의 상온 전해 도금 층이 리튬과 가역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를 실제로 박막 전극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 특히, 초기 충전시에 발생

하는 상당한 양의 비가역 용량을 줄이는 방법, 과전압이

적은 얇은 두께의 상온 전해 도금 층을 합성하는 방법,

도금 층 내부의 불순물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 등은 고

용량, 장수명의 상온 전해 도금 실리콘 박막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 면적에 걸쳐 균일한 실리콘 기반의

상온 전해 도금 박막을 제조하였고, 리튬 이차 전지용 음

극으로서의 기본 특성을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Fig. 7. Accumulated charge vs. time plots of the samples

electrodeposited for (a) 2 min and (b) 10 min, calculated from Figs.

6(a) and (b), respectively. The charge efficiency of oxidation

(lithiation) to reduction (delithiation) was calculated as the ratio of

∆On to ∆Rn (n = 1,2,3,4). ∆O2 and ∆R2 were indicated in the figure

and ∆O3, ∆R3, ∆O4 and ∆R4 were determined in the same manner.

For ∆O1 and ∆R1, please see th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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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리콘 상온 전해 도금 시, 도금 층의 핵은 주로 기

재인 구리 표면의 결함을 따라 생성되며, 결함이 비교적

적은 영역에서는 핵 생성 및 성장이 미미하였다. 구리 표

면에 무작위적이고, 균일한 결함을 고의로 유발시켜 도금

해 본 결과, 전 면적에 걸쳐 균일한 도금 층이 형성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2) 거친 구리 기재 위에 형성되는 도금 층의 몰폴로지

는 도금 초기에는 기재의 표면 형상을 반영하지만, 시간

이 지남에 따라 기재의 표면 형상과는 무관한 평평한 특

성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것은 위로 볼록한 도

금 층에 환원 전류가 상대적으로 집중되면서, 곡률이 작

아져 전체적으로 도금 층이 평탄해 지기 때문이라 사료

된다.

3) 도금 층의 결정 구조는 비정질이었으며, 도금 층 내

에는 실리콘과 함께 전해액 구성 성분인 염소 및 탄소

가 상당량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전해액이 실리콘 도금

과정에서 포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금 층의 매우 안

쪽 부분까지 대기 중의 산소가 침투한 것으로 확인되었

는데, 이는 도금 층이 기체의 원활한 이동을 가능하게 할

정도의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4) 도금 층 내의 실리콘은 리튬 이차 전지용 음극으로

서 매우 가역적으로 합금화 및 탈합금화되었으나, 마이

크로 단위의 두께로 인해 상당한 과전압이 발생하였다.

반응 효율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두껍고 치밀한 시편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

으로, 원인 규명을 위해 내부 잔류 응력의 변화, 실리콘

이외의 불순물 등의 응력 수용 양상 등에 대한 추가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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